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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65세 이상의 고혈압 노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만

성질환 관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고혈압 노인환자의 복약순응도

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건강행태(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료패널 2015, 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STATA

14.0 프로그램을 통해 양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건강행태의 조절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의 상호작용 항

(interaction term)을 생성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과의 관계를 확인한 첫 번째 분석 결과,

복약순응도 증가는 의료이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p<.01), 건강행태를 추가적으로 투입한 두 번째 분석 결과에서 건

강행태는 의료이용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세 번

째 분석에서는 상호작용 항을 두 번째 회귀식에 추가하여 복약순응

도와 입원 및 응급 의료이용과의 관계에서 건강행태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음주를 제외한 흡연(p<.001), 중등도 신체활

동(p<.05), 걷기(입원:p<.05, 응급:p<.001)에서 유의미한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건강행태에 따라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복약순응도

가 입원 및 응급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에 의해 강화되었

으며, 중등도 신체활동과 걷기에 의해서는 완화되었다.

추가적으로, 성별에 따라 각 건강행태의 조절 효과에 차이가 나타

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행하였

다. 여성의 경우 흡연(입원)에서만 조절 효과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흡연(응급), 중등도 신체활동(입원과 응급), 걷기(입원과 응

급)에서 조절 효과가 검증되어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동일한 건

강행태에서도 복약순응도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폭에 있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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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 효과의 방향성은 전체 대상자 분

석 결과와 일관되었다.

결론적으로, 복약순응도의 영향력은 건강행태 관리를 소홀히 한

집단이 건강행태 관리를 열심히 한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건

강관리에 소홀한 그룹일수록 복약순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결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행태와

복약순응도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건강관리에 소홀한 그룹을 파악하

여 복약순응도의 향상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만성질환 관리 방안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복약순응, 건강행태, 조절 효과

학 번 : 2018-2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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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이 높고, 노동생산성을 저하

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며, 생활환

경의 변화, 비만율 증가, 인구 고령화 등으로 만성질환, 특히 고혈압

과 당뇨병 환자는 향후 그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

어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주요정책 의제로 등

장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UN)은 유엔총회 2011년 비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고위급 회의에서 정치적 선언(Political declaration of

the High-level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을 채택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3년에 WHO 글로벌 액션플랜 2013-2020

(WHO 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CDs 2013-2020)과 9개의 세부 지표를 개발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적 역량 강화와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WHO, 2013).

우리나라도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최근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만성질환은 전체 사망의 79.8%를 차지

하며, 사망원인 상위 10위 중 7개가 만성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통

계청, 2017).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증

가시키는데, 비감염성 질환 진료비 수준이 57.1조 원으로 국내 전체

진료비의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2019), 우리나라

에서 2010∼2030년 사이에 만성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 경제적

손실은 1조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Bloom, D. E., et al., 2018).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목표는 만성질환을 치료한다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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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 줄이고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며 진행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결과를 완화하는 것이다 (Kinney, M. R., 1995).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약물

요법을 주요 만성질환의 성공적인 관리의 핵심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가 낮을 경우 좋지 않은 건강 결과

와 의료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어떠한 의학 치료를 높이는 것보

다도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인구집단의 건강을 크게 향상시키는 방

법이라고 하였다 (WHO, 2003).

복약 순응도 관련한 여러 연구에서는 복약순응도가 높을수록 건강

결과가 우수하고 의료이용, 입원 및 사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혜림, 2016; 김성옥 & 장선미, 2013). 의료비 관련하

여서는 복약 순응하는 경우가 복약 불순응하는 경우보다 전체 의료

비가 높았다는 결과와 (김혜림, 2016; 박찬미, 장수현 & 이혜진,

2010) 전체 의료비가 낮게 나온다는 결과가 혼재한다 (Asche, C.,

LaFleur, J., & Conner, C., 2011).

이처럼 복약 순응이 건강 결과와 의료이용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으나, 복약 순응만으로 의료이용 감소를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2017)에서 만성질환자 의약품 복용

현황 분석 결과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높은 의약품 복용률(80%

이상)과 높은 복약순응도(90%)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은자 외,

2019), 우리나라 고혈압 유병자의 고혈압 조절률(혈압<140/90

mmHg)은 48.4%에 불과하며, 당뇨병 유병자의 혈당 조절률(당화혈

색소＜6.5%)도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질병관리본부, 2017), 고혈

압과 당뇨병의 치료율 및 조절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연구에 따르면, 혈압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으로 고혈

압으로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거나 적정 치료가 부족하거나 치료제

를 잘 복용하지 않거나, 생활습관 개선을 잘 따르지 않는 등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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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가 있음을 제시하고, 최적의 치료법은 환자의 연령, 성별, 인

종, 식이, 운동, 흡연, 동반 질환, 항고혈압제 선택, 치료 순응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Trilling, J. S., & Froom, J., 2000).

단일원인이 아닌 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적 요인, 환경요인 등 장기

간에 걸친 다양한 원인이 혼재되어 발생하는 만성질환의 병리학적

특성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특히, 의사의 통제하에 치료가 진행되는 급성질환과 달리 만성질

환은 환자 수준에서의 순응(Adherence)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전

략적 의미를 가진다 (박은자 외, 2014). 환자의 순응과 관련된 기존

의 상당수 연구들은 의약품에 대한 복약순응에 집중되어 있지만,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복약순응의 정의인 “환자가 의료공급자의

처방에 맞춰 약물을 뵥용하는 정도”는 만성질환 치료에 존재하는 다

양한 중재를 충분히 내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김혜림,

2016). 이는 만성질환 관리 전략에 있어서 복약순응이 가지는 한계

를 보여주며, 복약순응도 외의 다른 요인들이 건강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예로,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

사 (2017)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의 적정관리가 저조함과 함께 심뇌

혈관질환 발생에 기여하는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개선되지 않

고 정체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환자의 복약순응 (adherence with

medication)과 함께 의료진의 전반적인 치료 및 권고내용(의약품 복

용, 금연, 운동, 식이 등)을 준수하는 치료 순응(adherence with

treatment)의 개념이 대두되었으며 (박은자 외, 2014) 세계보건기구

에서도 순응(adherence)에 대한 개념을 “약물 복용, 식이요법, 생활

양식 변화와 같은 개인의 행태가 의료 제공자가 동의하는 권고 사

항에 따르는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WHO, 2003).

국내 고혈압 진료지침에도 이차성 고혈압을 제외한 모든 고혈압에

금연, 금주, 운동, 식이 등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생활요법 시행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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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한고혈압학회, 2018) [그림 1], 약물요

법을 시행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가 생활요법을 병행함으로써 복용

약의 용량 및 개수를 줄이고 약의 효과를 최대화하며 부작용을 줄

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2018).

그림 1 고혈압 치료계획

(자료원: 2018년 고혈압 진료지침, 대한고혈압학회)

이와 같이, 최근 만성질환의 관리 전략은 약물에 대한 복약순응과

함께 흡연, 음주, 식이, 신체활동과 같은 건강행태 (health behavior)

의 개선을 포함하는 치료 순응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광의적 개념인 치료 순응이 질환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기

존의 연구들이 몇몇 있으나, 대부분 약물 복용과 건강행태들을 각기

독립적인 병렬적 관계로 간주하여 각 변수가 건강 결과나 의료이용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을 뿐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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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건강행태의 역할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치료순응의 관점에서 기존의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 간

관계 분석 메커니즘에 건강행태를 포함시켜 복약순응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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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입 방안

을 모색하기 위해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 간 관계 분석 메커니즘에

건강행태를 포함시켜 고혈압 노인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행태의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건강행태 유형별로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지, 존

재한다면 그 효과의 방향이 어떠한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행태 및 복약순응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치료순응

전략이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을 파악하고,

의료이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만성질환 노인의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는 의료이

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 1-1. 복약순응도가 우수할수록 의료이용은 감소할 것이

다.

연구가설 1-2. 건강행태가 우수할수록 (비흡연, 비음주, 중등도 신

체활동 및 걷기 실천) 의료이용은 감소할 것이다.

연구문제 2. 만성질환 노인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건강행태는 조절 효과를 가지는가?

연구가설 2. 건강행태는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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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고찰

1. 순응(Adherence)의 정의와 측정

복약순응도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료공급자의 처방에 맞춰 약물

을 복용하는 정도”로 정의되며 (김혜림, 2016), 이는 의약품의 지속

적인 사용(persistence)과 복약방법 순응(compliance 또는

adherence)으로 구분된다. 의약품의 지속적인 사용은 환자가 의약품

을 조제하여 계속 복용하는 것으로, 환자가 임의대로 처방전을 조제

하지 않거나, 조제한 의약품을 복용하지 않을경우 (medication

discontinuation) 복약 불순응에 해당되며, 복약방법 순응은 의사의

지시한 용량·용법대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Cramer

et al, 2008).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2003년 발간된 “Adherence to

long-term therapies, Evidence for action”에서 만성질환 치료에 대

한 순응 (adherence to long-term therapy)을 “의약품 복용, 식사요

법 및 생활습관 변화와 같은 환자의 행동이 의료 제공자의 동의된

권고와 일치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WHO, 2003). 즉, 만성질환의

원인이 다양하고, 치료에 있어 약물 복용만으로 원하는 치료율 및

조절률에 달성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처방된 의약품을 복용하는

것 이상의 수많은 건강 관련 행태를 포함하는 치료 순응(adherence

with treatment)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만성질

환에서 치료순응은 복약순응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처방받

은 약물을 의료 제공자의 권고에 따른 용량 및 용법으로 복용하는

것 이상의 식이요법과 건강행태 변화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자 행

동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문헌에 여러 방법이 보고되고 있다.

“Adherence to long-term therapies, Evidence for action”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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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주관적 측정방법은 의료 제공자와 환자에게 주관적으로 순응

에 대한 순위를 매기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 제공자는

환자의 순응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환자의 주관적 보

고서도 자신의 비순응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 부정확하게

보고하는 문제가 있다. 객관적인 측정방법으로는 남아있는 의약품

수량 체크,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약국 데이터베이스 분석이 있다.

남아있는 의약품 수량 체크는 개수 계산이 부정확하거나 복용시간

이나 미복용 패턴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한계가 있

다.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약물 용기를 오픈한 시간과 날짜를 기

록하여 환자가 약물을 복용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나 고가이다.

약국의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조제 날짜, 리필 날짜, 조기 중단날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약물 조제에 대한 정보가 약물

의 실제 사용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순응을 측정하기 위한

“gold standard"는 없으며, 단일 측정방법보다는 자가보고와 객관적

인 측정법을 결합한 다중 접근 방식이 현재로서 최선이다 (WHO,

2003).

약물 복용 순응 측정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및 간접 측정

법으로도 나눌 수 있다. 직접적인 방법은 혈액이나 소변에서 약물

또는 대사 산물 수준을 측정하거나 혈액에서 약물에 첨가된 생물학

적 마커를 검출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적인 측정 방식은 순응을 측

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 하나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며, 신진대

사 변화 및 병원 진료 전후로 순응도가 향상되는 "white coat

adherence"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간접적인 방법에는

환자 설문지, 환자 자가 보고서, 알약 수 세기, 처방 약 보충률, 환자

의 임상 반응 평가, 전자 약물 모니터, 생리학적 마커 측정 및 환자

일기가 포함된다. 각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이 또한 “gold

standard”로 간주되는 방법은 없다 (Jimmy, B., & Jose, J.,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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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건강결과)에 미치는 영

향

앞서 전술했던 정의에 기초하자면, 복약 순응도(medication

adherence)는 “환자가 의료공급자의 처방에 맞춰 약물을 복용하는

정도(김혜림, 2016)”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복약 불순응은 처방

의약품을 받지 않거나, 과도한 복용, 잘못된 복용, 제시간에 복용하

지 않거나, 잘못된 용량을 복용, 복용을 잊거나, 임의적으로 적은 용

량을 복용하거나 복용하지 않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김성옥 & 장

선미, 2013).

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가 낮을 경우, 좋지 않은

건강 결과와 의료비용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 향상에

효율적인 방법임을 제시하고 있다 (WHO, 2003).

대표적인 만성질환 중의 하나인 고혈압도 복약순응 정도에 따라

심혈관질환의 사망률 증가 및 입원 위험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으

므로 항고혈압제 복약순응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복약순응도

개선 전략이 강조되고 있으며 (Kim, S. et al., 2016) 조절되지 않은

혈압의 83.7%에서 복약 순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Bhagavathula A. S., et al., 2016).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복약 불순응은 모든 이유의

입원 및 사망률의 증가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환자가 처방된

치료로부터 최대한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약물 복약순응도를 향상

시키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Ho, P. M., et al.,

2006). 당뇨병 치료 순응도와 임상적·경제적 결과와의 연관성을 확

인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한 문헌에 따르면,

높은 복약순응도는 혈당 개선과 관련이 있으며 의료자원 이용의 감

소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순응도 개선과 의료비용 감소

사이에는 일관된 연관성은 없었고, 순응도와 삶의 질 사이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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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자료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Asche, C., LaFleur, J., &

Conner, C., 2011).

복약순응도의 효과를 분석한 국내의 연구들은 건강보험심사청구

자료 또는 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건강보험심사청구자료는 약

물 소지 비율 (Medication Possession Ratio; MPR)을 복약순응도의

측정 대리지표로 사용하였으며 의료패널의 경우 복약 순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약 순응 설문 결과를 사용하였다. 복약순응도가 건

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논문들은 주로 합병증 발생 여부, 입

원, 사망 발생 등으로 건강 결과를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이용 횟수

를 결과변수로 사용하였다.

복약순응도가 환자의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로, 김

혜림(2016)의 연구에서는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여 당뇨병 환

자의 복약 순응이 합병증 발생, 입원 위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당뇨병 치료제에 순응하는 경우가

불순응하는 경우에 비해 합병증 발생, 입원 위험, 사망 위험이 모두

유의하게 낮았으며, 전체 의료비는 복약순응하는 경우 복약 불순응

하는 경우보다 10.3%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옥 & 장선미 (2013)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조사자료를 활

용하여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행태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복약순응을 한 고혈압

환자가 응급서비스를 이용할 확률이 복약불순응 환자에 비해 낮았

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규칙적 운동을 하는 만성질환자

의 총 진료비가 그렇지 않은 만성질환자에 비해 적어 만성질환자의

복약 순응도 뿐 아니라 규칙적 운동이 의료이용과 총 의료비 절감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아 (2013)의 연구에서는 의료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약 순

응도에 따른 고혈압 및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이용과 의료비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비순응군에 비해 순응군의 입원 발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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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0.43배로 낮았으나 외래이용은 1.17배로 더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고, 의료비 지출은 비순응군에 비해 순응군은 외래진료 비용 및

처방약값은 각각 55.5%, 40.7% 유의하게 높았으나 응급 및 입원 비

용은 33.7% 유의하게 감소했고 총 의료비도 순응군에서 33.8% 감소

하였다.

박찬미, 장수현 & 이혜진 (2010)의 연구에서는 심사청구자료를 이

용하여 당뇨병 약물치료 신환자의 약물치료 지속성에 따라 합병증

발생위험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당뇨에 대한 약물치료

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꾸준히 치료를 받은 경우, 관상동맥질환, 신

장 질환 등의 만성 합병증 발생위험률이 약 20% 낮아졌고, 약물치

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은 경우 당뇨합병증 발생위험률이 24% 높

게 나타났다.

서범준 (2016) 연구에서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복용하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복약순응도가 당뇨 합

병증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복약순응도가 낮을수록

시간 경과에 따른 당뇨 합병증 발생 확률이 약간 높게 유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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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행태가 의료이용(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

최근 급속한 경제발달과 함께 바쁜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습관

등이 증가하면서 생활 습관성 만성질환이 국민 건강의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2013년 세계 질병 부담 연구(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질병 부담(Disability Adjusted Life Year, DALY

기준)을 야기하는 위험요인들은 흡연, 음주, 고혈압, 체질량지수, 고

혈당, 부적절한 식이, 신체활동 부족 등으로, 생활행태 요인들의 질

병 부담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orouzanfar, M. H., et

al., 2015). 이처럼 부적절한 건강행태에 대한 위험 인식이 높아지면

서 우리나라의 고혈압 임상 진료지침에서는 고혈압 관리에서 건강

한 식사습관, 운동, 금연, 절주 등과 같은 비약물 치료 또는 생활요

법은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모든 고혈압 환자

에게 중요할 뿐 아니라, 고혈압 전 단계 혈압인 사람에게도 고혈압

진행의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권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절

주(하루 1잔 이하, 10g/day의 알코올)를 통해 수축기/확장기 혈압은

각 –3.9/-2.4 mmHg의 혈압감소 효과를 가지며, 운동(하루 30∼50

분, 일주일에 5일 이상)을 통해 –4.9/-3.7 mmHg의 혈압감소가 가

능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2018).

뿐만 아니라, 2013년 WHO에서 발간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글로벌 액션 플랜(Global action plan for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noncommunicable diseases 2013-2020)’에서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글로벌 타깃’으로 알코올 사용 감소, 불충분한 신체활

동 개선, 나트륨 섭취 감소, 흡연율 감소를 제시하는 동시에 만성질

환 예방과 통제를 위한 금연, 음주, 영양, 신체활동에 대한 대책을

강조하고 각 국가에서 이를 우선순위로 두어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뇨 환자에서 건강행태(운동 실천)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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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고 있는 당뇨 환자에서 약물복

용, 금연, 규칙적 식이 실천율이 높았고 입원 경험 비율과 외래 내

원일수가 비 운동 군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총 개인지출 의료비가

비운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당뇨 환자의 운동

중재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 (차지은 & 윤순녕, 2015). 또한,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

로 하여, 30분 이상 걷기를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운동 미

실천 관련 질병의 연간 의료비 차이를 살펴본 연구에서, 고혈압 환

자의 경우 30분 이상 걷기를 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숙자, 2015).

흡연, 음주와 생활습관병과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한 한 연구결과

에서는, 과도한 음주는 심혈관계 및 뇌혈관 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

칠 수 있지만 적절한 음주의 뇌경색, 심혈관질환에 대한 보호 효과

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반면에 흡연이 심혈관계의 발생에

끼치는 위험은 확실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최스미, 2003).



14

4. 복약순응과 건강행태에 관한 연구

앞서 언급했듯이, 만성질환의 치료 순응 향상 전략은 의약품 복용

뿐만 아니라 건강행태 개선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환자의 행동 변화

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복약순응과 건강행태의 병행이 권장되며, 이들을 각기 독립적

인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복약순응을 건강관리행태의 일부로

본다면 독립적으로 보이는 복약순응과 흡연, 음주, 신체활동과 같은

건강행태들이 사실은 상호적으로 매우 관련성이 높은 성격을 보여

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치료 순응 관점에서 이 둘 간의 관계를

조명해보고, 구체적으로는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 혹은 상쇄 효과가

존재하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약순

응도를 건강행태의 일부로 인식하고 복약순응도 향상을 건강행태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건강행태의 변화를

건강신념이나 자기효능감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Lee, E. K. & Park,

J. Y., 2002; Lee, E. S., et al., 2011).

이는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HBM)을 개념적 틀로 사

용하는데, 건강신념모델(HBM)은 건강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심리학적 틀로써, 1950년대 미국 공중보건사업에서 질

병 예방과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사회심리학자 그룹의 노력에서 고안된 이후 의학적

처방에 대한 사람들의 순응도에도 확장 적용되었다. 이 모델에 따르

면, 만약 자신이 감수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거라고 믿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이 감수성이

나 상황의 심각성을 줄이는데 이득이 된다고 믿거나, 행동하는데 예

측되는 장애(비용)가 이익보다 적다고 믿는다면 개인은 나쁜 건강

상태를 피하고, 조절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된다 (Janz, N. K., &

Becker, M. H., 1984; 문정숙 외, 2015; Carpenter CJ., 2010; Ol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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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t al., 2008; Harvey, J. N., & Lawson, V. L., 2009).

이러한 건강신념모델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순응

(Adherence)의 5가지 요인1) 중 환자 관련 요인과 관련이 있다. 여

기서 환자 관련 요인은 환자의 지식, 태도, 신념 및 기대를 의미하

며, 질병에 대한 환자의 지식과 신념, 질환 관리에 대한 동기 부여,

질환 관리에 대한 자신감 (자기효능감), 치료 결과에 대한 기대로써

이러한 요인은 약물 복용뿐만 아니라, 환자의 습관 및 생활 방식 변

화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WHO, 2003).

건강신념모델을 활용하여 치료 순응 향상을 분석한 국내외의 연구

사례들을 보면, 조희숙 외(2004)의 연구에서는 계량적 메타분석을

통해 건강신념모델의 적용은 주로 치료순응도 향상을 위한 건강행

동 및 환자역할행동 연구로써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행동 및 환자

역할행동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행동 변화로 연계될 수 있는

순기능적 이익을 주지시키는 방법과 장애 요인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Lee, E. K. & Park, J. Y. (2002)는 건강신념모델의 틀을 기본으로

행동유발요인(약사의 복약지도), 인식요인(질병 위중도에 대한 인식,

주관적 건강 상태), 질병에 대한 지각된 위험, 행동유발 가능성(약물

치료 중요도 등)을 개념화하여 기대되는 행동 가능성으로 복약순응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약물에 대한 신념요인, 질병에 대한 심각성

인식도와 약사의 복약지도 등이 복약순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건강신념 모델을 지지한다.

Lee, E. S.,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건강신념모델을 활용하여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대상자들의 건강행태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

건강신념모형이 고지혈증 건강행태를 예측하는데 적합한 모형임을

1)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순응(Adherence)을 5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

는 다차원적 현상으로 이해하는데 여기에는 사회경제적 요인, 의료 제공자 및

시스템 관련 요인, 상태 관련 요인, 치료 관련 요인 및 환자 관련 요인이 해당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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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했으며, 고지혈증 건강신념변수와 건강행태와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신념이 높게 인식될수

록 건강행태 정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치료의 지각된

이득은 고지혈증 건강행태를 하는데 있어 다른 변수들에 비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Khalesi, S., Irwin, C., & Sun, J. (2017)의 연구에서는 식이습관과

치료순응의 관계를 관찰하였는데, 3가지 식이 패턴 (서양식, 간식 및

알코올, 균형)과 치료순응도, 운동 자기효능감 및 수면 시간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보다 건강한 식이 패턴, 더 나은 운동

자기효능감 및 적절한 수면 (하루 6시간 이상)은 고혈압 환자에서

치료 순응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유진 외 (2017)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신체활동

과 복약순응도관계를 살펴봤다. 어떤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 (Bandura, A.,

1986)이 운동, 식이, 약물 복용 등의 건강증진행위를 강화 시킨다고

보고 20세∼64세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정도와 평균

복약순응도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신체활동 외에 다른 변수를 통

제하고 시행한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낮은 신체활동보다는 중간

신체활동 군에서 더 높은 평균 복약순응도가 관찰되어 적정수준의

신체활동은 건강실천행위로써 복약순응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신체활동 군에서 가장 낮은 평균 복약

순응도가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신체활동 군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복약순응이라는 건강관리행위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

거나 또는 높은 신체활동 군에 속하는 대상자는 직업활동 중 육체

노동에 의한 신체활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신체활동은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며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건강증진

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

요인자로 작용하여 복약순응과 같은 건강실천행위의 실천도를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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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질병이나 약물에 대한 신념이 높을수록 또는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건강행태의 개선 정도가 우수했으며, 건강행태의

변화는 복약순응의 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건강행태의 개선과

복약순응도 향상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설명한다. 실

제로, 행태적 건강위험 요인들은 군집을 이룬다고 알려져 있다. 이

것은 각 행태들이 인구집단에서 무작위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행태들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 결과적으로 함께 나타난다는

뜻이다. 한 연구결과에서도, 흡연군, 음주군 등 바람직하지 못한 건

강 행위를 하는 집단은 다른 바람직한 건강행태를 실천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강은정, 2007).

반면에, 복약순응도가 단순히 좋지 않은 건강 행동 패턴에 의해서

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사회,

심리적,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메커니즘과 관련될 수 있음을 제시하

는 연구도 있다. 건강한 인구를 대상으로 예방적 약물 사용과 관련

하여 생활습관 행동과 약물 사용과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에서 건강

행태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시행된 유방암 예방

임상시험에서 흡연, 비만, 신체활동, 음주와 같은 개인 건강 행동이

유방암 약물의 예방적 사용의 순응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비만과 신체활동은 약물의 순응도와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었으나

음주와 흡연하는 경우 복약순응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개입이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Land, S. R. et al., 2011).

또 다른 스타틴계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 생활습관과 스타틴 약물 치료에 대한 순응도와의 관련성을 분석

하였는데, 심혈관 동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심혈관 동반 질환이 있는 그룹에서는 음주 행위나 생활습관 위험이

있는 경우 복약 불순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으나, 심혈관

동반 질환이 없는 그룹에서는 생활 습관은 복약 불순응을 예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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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Halava, H., et al., 2014).

한편,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와 복약 불순응을 연구한 연

구에서는 음주가 복약 불순응의 위험을 높이기는 하지만 중등도의

알코올 섭취는 심혈관적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둘 사이의 균형에 대해 고려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Ahmed, A.

T., Karter, A. J., & Liu, J., 2006).

일부 국내의 연구에서도 복약 순응도와 건강행태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고혈압·당뇨 환자의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위해행위를 포함한 변형된 건강증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연

구에서 건강위해행위가 적을수록 (금주, 운동)는 복약 순응과 정의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 반면 (김성옥 & 장선미, 2019), 또 다른 연구

에서는, 고혈압 환자의 72%, 당뇨병 환자의 46%가 약물 복용은 순

응하지만, 건강행태 실천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복약 순

응도와 건강행태 실천 정도 간에 부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기

술하고 있다 (박은자 외, 2014).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요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흡연, 음주, 걷기 등의 건강 생활습관에 대한

관리 개선이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2019). 대표적으로, 독거노인의 경우 비독거 노인들에 비해 건강행태

의 실천 정도가 낮고 건강 수준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

는 반면에 (김예성, 2014) 복약 순응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김성옥, 2011) 독거노인에서는 복약 순응도와 다른 건

강행태 간 나타날 수 있는 부의 관계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

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

가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복

약순응도와 의료이용 간의 관계에 있어서 건강행태의 역할에 대한

좀 더 명확하고 세분화된 이해가 필요한 실정이다.



19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복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개념 틀에 기초하여 건강행태와 복약순

응도를 포함한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였다 [그림 2]. 복약순응도가 의

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건강행태의 조절효과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건강행태 유형별로

조절 효과 유무와 효과의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

학적 요인, 임상적 요인, 사회경제학적 요인, 국가보건시스템으로 구

분하여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며, 건강행태를 복약순응도와 의료이

용 간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으로 처리하였다.

조절변수들의 조절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

법이 쓰이고 있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조절회귀분석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MMR)의 방법이다. 이는 통계적 검

그림 2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의 개념적 모형



20

정력이나 또는 이용자의 편리 면에서 다른 조절회귀방법들 보다 압

도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한 변수 X가 제 3변수 Y를 예

측하는데 있어 조절변수 Z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통계

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Y와 X 간의 관계가 Z에 의

해서 조절된다는 모델을 설정하고, 그 모델에서 X와 Z의 곱셈항

(X*Z)인 상호작용 항 (interaction term)의 β3=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다.

Y=β0+β1X+β2Z+ε         (방정식 1)

Y=β0+β1X+β2Z+β3X·Z+ε  (방정식 2)

추가적으로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서 방정식(1)과

방정식(2)의 결정계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ΔR2) 즉, 모형 설명력의

변화가 유의미한 것인지 F 검증을 시행하여 조절효과 여부를 판단

한다 (한인수, 2002).

본 연구에서의 조절효과 분석모형은 복약순응도를 독립변수로, 의

료이용을 종속변수로, 건강행태를 조절변수로 하여 상기의 조절효과

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을 [그림3]에 도식화하였다.

그림 3 건강행태의 조절효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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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원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수

집한 한국의료패널 2008-2016 연간 데이터 (Version 1.5)를 활용하

였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의료이용형태와 의료비 지출 규모에 관한 정

보뿐 아니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 구축을 목적으로,

가구 및 가구원의 사회경제적 특성 전반과 연간 응급․입원․외래

의료이용내역, 일반의약품 복용, 의료비 지출원, 민간의료보험 가

입, 만성질환, 임신 및 출산, 건강 관련 인식 및 행태 등 보건의료서

비스 이용과 관련된 포괄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료패널데이터는 2008년에 1차년도 본 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데이터 사용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

지는 조사로써, 1년 동안의 의료이용 자료를 모두 수집할 수 있었던

가구원 및 그 가구원이 속한 가구를 기준으로 구성되며 조사 응답

시점에 따라 2개 또는 3개의 조사차수 자료를 결합하여 생성된다.

한국의료패널 자료에서 의료이용에 대한 자료는 면대면 조사 방식

과 건강가계부를 통해 얻어지고 있다. 의료이용은 응급, 입원, 외래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되어 자료가 수집되며 응급서비스 이용은 응

급실 이용 횟수, 입원서비스는 입원일수 및 입원 횟수, 외래서비스

는 외래이용 건수로 측정된다. 만성질환에 대한 복약순응도 여부도

면대면 조사를 통한 방식 환자의 자가면접 방식으로 설문조사 항목

에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2016년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65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의 복약순응도, 의료이용 행태,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자료를 추출하여 가구원 일반사항의 데이터를 병합하여 자료

를 구축하였다. 특히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 간 인과관계에 대한 시

간적 요소를 감안하기 위해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견되는



22

복약순응도 및 건강행태에 대한 자료는 2015년 조사결과를 활용하

고 의료이용에 대한 부분은 2016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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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고혈압

환자로 한정하였다.

고혈압은 심근경색 및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질환에 대한

가장 큰 위험인자이며, 수축기 혈압 115mmHg를 초과하는 혈압의

상승은 전 세계적으로 질병 부담 및 사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단일 요인이다 (Poulter NR, Prabhakaran D, Caulfield M.,

2015). 동시에, 우리나라 주요 만성질환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이

는 질환으로(김남순 외, 2018), 우리나라의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은 26.9%에 다다른다 (질병관리본부, 2017).

하지만, 고혈압은 효과적인 관리에 따라 의료비용을 줄이고 건강

수준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환이기도 하다.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10mmHg 낮출경우 주요 심혈관 사건,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심부전, 총사망률을 10-30% 유의하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ttehad D et al., 2016). 따라서, 향후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보건정책상의 관심과 장기적인 예후의 측면

에서 고혈압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5년 연간 데이터의 6,607가구, 총 가구원 18,130명 중에서 고혈

압 노인환자 4,045명을 추출하였다. 노인의 기준은 설문지에 기재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2015년 당시 65세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아

울러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자의 건강 상태의 이질성 및 이로 인

한 연구결과의 편이를 통제하기 위해 고혈압 외 다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65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 4,045명 중 지난 1년 동안 고혈압을 관

리 및 치료하기 위해 처방 약(연고, 주사제 포함)을 복용(사용)했거

나 하고 있다고 응답한 2,228명을 추가로 추출하였고, 이 중 건강행

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48명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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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약순응 여부에 대해 모름/무응답으로 응답한 사람 4명을 제외한

2,176명을 최종대상자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림 4 연구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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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본 연구는 만성질환 노인의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 간 관계에서

건강행태의 조절효과를 검증을 목적으로 한국의료패널 2015년∼

2016년 연간 데이터 (Version 1.5)를 이용하여 STATA 14.0 프로그

램을 통해 양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연구대상 고혈압을 앓는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 변

수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

값, 최댓값을 확인하였으며, 빈도 분석을 시행하여 복약불순응 노인

과 복약순응 노인의 각 특성별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T-test)과 카이제곱 검정(chi-squared test)을 시행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있

는지 진단하였다. 다중공선성이란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 간에 강

한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문제로 (Goldberger, Arthur S., 1991) 다중

공선성의 진단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관

(correlation)분석과, 회귀분석 시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uence

Factor: VIF)를 확인하여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Vatcheva, K.

P., et al, 2016).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1과 1 사

이의 값으로 절댓값이 높을수록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이런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한다. 보통 0.8 미만이면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Berry, W. D., Feldman, S., & Stanley

Feldman, D., 1985) 분산팽창인자(VIF) 값은 10을 넘는 경우 다중공

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간주한다 (O’Brien, R. M., 2007).

셋째, 연구문제 1.의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복약순응도, 건강행태, 의료이용, 통제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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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Y=β10+β11X+ε1 (Model 1)

Y=β20+β21X+β22Z+ε2 (Model 2)

X: 복약순응도,

Z: 건강행태 (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Y: 의료이용 (입원, 응급)

넷째, 연구문제 2.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에서 건강행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복약순응도와 각 건강

행태의 상호작용 항(interaction term)을 생성한 뒤 복약순응도, 건강

행태와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Y=β30+β31X+β32Z+β33X·Z+ε3 (Model 3)

X: 복약순응도,

Z: 건강행태 (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Y: 의료이용 (입원, 응급)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 항의 계수와 상호작용 항이

투입된 단계에서의 R2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식에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곱한 상

호작용 항이 모델에 함께 투입되므로 다중공산성 문제가 발생할 위

험이 크다. 이 때문에 Aiken & West (1991) 등의 학자들은 독립변

수와 조절변수에서 각각의 평균값을 차감하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 후, 평균 중심화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통해 만들어진

상호작용 항을 최종 모델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따라서 평균 중심화를 한 상호작용 변수를 투입한

회귀식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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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수

5.1 복약순응도

2015년에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한국의료패널 조사를 통해

“OOO을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정해진 복용방법대로 복용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해진 방법대로 복용하는 편이다"라고 응답

한 경우 복약 순응자로 기록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복약 비순응자

로 분류하였다.

5.2 의료이용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의료이용은 2016년 자료의 응급 및 입원 의

료이용으로 구분되어 수집된 자료이며 응급서비스 이용은 응급실

이용횟수, 입원서비스는 입원 횟수로 측정하였다. 외래이용의 경우

대부분 만성질환자는 정기적으로 외래를 방문하며, 따라서 치료 순

응이 우수할수록 외래방문 횟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즉 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잘 관리하기 위해 외래방문을 충실히 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의료이용의 경우, 복약순응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방문 이유를 고혈압 및 고혈압 합병증으로만 한정하여

분석 결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고혈압 및 고혈압 합병증의 기준으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고혈압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

(2016)2)와 박은복, 류동희 & 감신 (2019)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

혈압 관련 합병증으로 제시하고 있는 질환을 본 연구에서의 고혈압

및 고혈압 관련 합병증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정

2) 2016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 국가건강검진 항목 중 고혈압 검진의 타당성

분석 연구 보고서에서 정의한 고혈압 및 고혈압 합병증에 대한 KCD 코드는 1

차로 2명의 고혈압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2차로 고혈압 전문가와 비용효과

담당 연구진의 논의로 KCD-6 code의 범위를 최종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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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고혈압 및 고혈압 관련 합병증의 KCD 코드는 [표1]과 같다.

질병명 KCD 코드

(합병증 없는) 고혈압 I10.x

고혈압

합병증

뇌혈관질환

I60.x-I67.x

� 지주막하 출혈(I60.x),

� 뇌내 출혈(I61.x),

� 기타 비외상성 두개 내 출혈(I62.x),

� 뇌경색증(I63.x),

� 출혈 또 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I64),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x),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 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x),

� 기타 뇌혈관 질환(I67.x)

만성콩팥병

(CKD)

N18.x

� 만성 신장질환(N18.x)

심부전

(heart failure)

I50.x

� 심부전(I50.x)

심근경색

(MI)

I21.x-I24.x

� 급성심근경색증(I21.x),

� 이차성 심근경색증(I22.x),

�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 특정현존 합병증

(I23.x),

�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질환(I24.x)

표 1 고혈압 및 고혈압 합병증 정의

5.3 건강행태

본 연구에서 건강행태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역의

세부 지표로서 흡연경험 여부, 음주 경험 여부, 중등도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 여부를 각 영역의 대표 지표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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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경험 여부: 흡연 경험 여부 (있음=1, 없음=0)

� 음주경험 여부: 음주 경험 여부 (있음=1, 없음=0)

�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여부: 지난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조금 가쁘고 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는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이 있는지 여부 (있음=1, 없음=0)

� 걷기 실천 여부: 지난 1주일 동안 하루에 10분 이상 걸은 날이

있는지 여부 (있음=1, 없음=0)

5.4 통제변수

성별은 여자는 0, 남자는 1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연령은 2015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연속변수로써 사용하

였다. 혼인상태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혼인 중(1)과 기타(0)로 구분하

여 더미변수화 하였고, 교육수준은 무학을 1로, 초등학교 재학 및

졸업 2, 중학교 재학 및 졸업은 3, 고등학교 재학 및 졸업은 4, 대학

교 이상은 5로 범주화 하였다. 경제활동 여부는 수입을 목적으로 일

을 하는 경우 1, 아닌 경우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으며,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은 1, 의료급여 1종∼2종은 2, 기타의 경우는 3으로 범주화

하였다. 소득은 연간 가구 총소득에 가구원 수를 반영한 가구균등화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된 연간 가구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1분위(최

소)∼10분위(최대)로 사용하였다. 장애 유무는 장애가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더미 변수화하였다. 질병이나 손상 등으로 인한 활

동 제한 여부는 질병이나 손상 등으로 인해 평소에 하던 일(직업,

가사, 학업 등), 사회생활, 여가생활, 가족 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는 기록된 신장(m)과 체중(kg)을 기준으로 {체중/(신

장)2}으로 계산한 값을 연속변수로써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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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료패널은 조사 웨이브가 진행되면서 사망, 이민, 응답 거부 등으로 처음
선정된 표본에 탈락이 발생한다. 표본 탈락은 각 집단에서 불균등하게 발생하는 경
향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감소시킨다. 이때 가중치는 조사자료의 편향을 보정하는
수단이고 국민지출 총 의료비 등 모집단 추정에 매개역할을 한다.

구분 변수설명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종속변수 입원 이용횟수 고혈압 또는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이용

횟수

응급실 이용횟수 고혈압 또는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횟수

설명변수 복약순응 여부 질환을 관리 및 치료하기 위해 처방약을

복용하는 대상자 중 정해진 복용방법대로

약물을 복용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 복약

순응자로 기록

통제변수 성별 남성(1), 여성(0)

연령 ‘2015-출생연도+1’로 계산. 연속변수

혼인상태 혼인 중(사실혼 포함) (1), 기타 (0)

교육수준 무학(1), 초등학교(2), 중학교(3), 고등학교(4),

대학교 이상(5)

경제활동유무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1)와 하지

않는 경우(0)로 구분

의료보험 건강보험(1), 의료급여(2), 기타 (국가유공자

특례)(3)

가구소득 10분위

(가중치적용)3)

가중치를 적용한 가구소득을

1분위(최소)∼10분위(최대)로 구분

장애 유무 고혈압 치료제 복용 당시의 장애가 있는

경우(1), 없는 경우(0)로 구분

질병/손상 등으로

활동 제한 여부

질병이나 손상 등으로 인한 평소에 하던

일(직업, 가사, 학업 등), 사회생활, 여가생활,

가족 활동의 제한이 있는 경우(1), 없는

경우(0)로 구분

체질량지수(BMI) 체중/(신장)2

조절변수 흡연 흡연경험(1), 흡연 비 경험(0)

음주 음주경험(1), 음주 비 경험(0)

중등도 신체활동 지난 일주일 동안 평소보다 숨이 조금 가쁘고

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는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을 10분 이상 한 날이 있는 경우(1),

없는 경우 (0)으로 구분

걷기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분 이상 걸은 날이

있는 경우(1), 없는 경우 (0)으로 구분

표 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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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변수 특성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주요 변수의 특성과 일반적 특성은 [표

3], [표4]와 같다. 성별은 여자가 1,326명(60.9%), 남자가 850명

(39.1%)이었으며 연령은 65∼74세의 전기노인(young old)가 54.4%,

75세 이상의 후기노인(old old)는 45.6%로 전기노인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고 평균 연령도 74.4세로 나타나 전기노

인과 후기노인 간 고혈압 유병률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혼인 중인 대상자가 1,378명(63.3%)이었고, 별거(이혼 전제), 사

별, 실종, 이혼 등을 포함하는 기타는 798명(36.7%)으로 혼인 중인

대상자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재학)이 42.3%로 가장 높은 비중

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고등학교 졸업(재학) 18.0%, 중학교 졸

업(재학) 16.7%, 무학 15.7%, 대학교 이상 7.3%의 순으로 나타나 초

등학교 졸업(재학)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대상자가 절반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대상자가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

라, 본 연구의 대상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과거에 의무교육제도의 혜

택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수입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660명으로 30.3%에

불과하였는데 이러한 특징 또한 연구대상자가 은퇴 시기를 지난 65

세 이상의 노인들이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음에 기인하리라 사료된

다. 또한, 총가구 소득 10분위를 보면 평균 3.58 분위로 1∼3분위에

절반이 넘는 (60.5%) 대상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소득 구

간이 높아질수록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 노인들이 은퇴 이후 소득이 감소하면서 경

제적으로 취약해졌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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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형태는 건강보험가입자가 92.7%로, 의료급여 1종∼2종

(7.2%) 및 기타보다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 대상자를 합치면 그 비중이 99.9%로 만성질환의 치료와

관리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대상자 중 장애가 있는 경우는 15.8%로 비중이 작지만, 질병/손

상으로 인해 활동 제한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2.7%로 장애가 없

지만, 활동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

성이 있다.

과체중과 비만의 측정 지표인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기준은 심혈관계 위험인자의 예측지표 중 하나로서, 고혈압을

앓고 있는 만성질환자에서 유의미한 지표이다 (이상엽 외, 2005). 분

석 결과, 과체중 및 비만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이 절반을 넘었으며

(60.3%), BMI의 평균값은 23.8, 표준편차는 3.265로 나타나 조사 대

상자들은 평균적으로 과체중 (23.0 이상)에 해당하여 생활습관 개선

을 통해 심혈관계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건강행태와 관련한 특성으로는 흡연의 경우, 평생 비흡연자의 비

율이 가장 높았으며 (63.6%),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 피우지 않는

금연자는 27.4%, 현재 흡연자는 9.0%로 대부분(91.0%) 현재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주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현재 음주자가 40.5%로 평생 비음주자(43.8%)보다 약간

낮았고, 최근 1년간 금주한 금주자는 15.7%에 불과하여 흡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를 중단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

징은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않는 평생 비음주자(43.8%)가 아닌 경

우, 음주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데 음주의 경우 흡연에

비해 건강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상대적으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강행태 중 신체활동의

경우, 걷기 실천률 (78.4%)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중등도 신체활동

(23.9%)의 실천률이 확연하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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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의 고혈압 또는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이용횟수

와 응급이용횟수는 복약순응 그룹과 복약불순응 그룹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복약순응 그룹에서 입원과 응급

이용 횟수가 유의미하게 낮은 특징을 보였다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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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수 빈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독립
변수

복약순응 여부
(1:순응, 0:비순응) 2,176 0.956 0.205 0 1

종속
변수

응급실 이용횟수
(0∼4) 2,176 0.017 0.173 0 4

입원이용횟수 (0∼4) 2,176 0.030 0.236 0 4

조절
변수　

흡연경험 (1:유, 0:무) 2,176 0.364 0.481 0 1

음주경험 (1:유, 0:무) 2,176 0.563 0.496 0 1

중등도 신체활동 여부
(1:유, 0:무) 2,176 0.239 0.426 0 1

걷기 여부 (1:유, 0:무) 2,176 0.784 0.412 0 1

통제
변수

성별 (1:남자, 0:여자) 2,176 0.391 0.488 0 1

연령 (단위: 세) 2,176 74.405 5.977 65 102

혼인상태
(1: 혼인 중, 0: 기타) 2,176 0.633 0.482 0 1

교육수준
(1:무학,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 대학교 이상)

2,176 2.590 1.164 1 5

의료보장형태
(1: 건강보험,
2:의료급여, 3:기타)

2,176 1.075 0.268 1 3

경제활동 여부
(1:유, 0:무) 2,176 0.303 0.460 0 1

총가구 소득 10분위
(가중치적용) 2,176 3.584 2.473 1 10

장애 유무 (1:유, 0:무) 2,176 0.158 0.365 0 1

질병/손상 등으로 활동
제한 여부 (1:유, 0:무) 2,176 0.227 0.419 0 1

체질량지수 (BMI) 2,176 23.777 3.265 12.487 66.095

표 3 주요 변수들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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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백분율, %) 또는 평균 ± 표준오차

구분

전체
복약 순응도
(N=2,176)

P복약불순응 복약순응

N % N % N %

2,176 (100) 96 2,080

통
제
변
수

성별
여성 1,326 (60.94) 53 (4.00) 1273 (96.00)

0.239
남성 850 (39.06) 43 (5.06) 807 (94.94)

연령대

65∼74 세 1,183 (54.37) 59 (4.99) 1124 (95.01)
0.154

75 세 이상 993 (45.63) 37 (3.73) 956 (96.27)

혼인 여부

기타 798 (36.67) 40 (5.01) 758 (94.99)

0.299

혼인 중 1378 (63.33) 56 (4.06) 1322 (95.94)

경제활동 여부

무 1,516 (69.67) 64 (4.22) 1452 (95.78)
0.513

유 660 (30.33) 32 (4.85) 628 (95.15)

가구소득 분위

1분위 472 (21.69) 22 (4.66) 450 (95.34)

0.654

2 분위 493 (22.66) 16 (3.25) 477 (96.75)

3 분위 351 (16.13) 17 (4.84) 334 (95.16)

4 분위 232 (10.66) 6 (2.59) 226 (97.41)

5 분위 154 (7.08) 9 (5.84) 145 (94.16)

6 분위 137 (6.3) 8 (5.84) 129 (94.16)

7 분위 120 (5.51) 5 (4.17) 115 (95.83)

8 분위 92 (4.23) 6 (6.52) 86 (93.48)

9 분위 59 (2.71) 4 (6.78) 55 (93.22)

10 분위 66 (3.03) 3 (4.55) 63 (95.45)

교육수준

무학 341 (15.67) 15 (4.40) 326 (95.60)

0.874

초등학교 920 (42.28) 41 (4.46) 879 (95.54)

중학교 364 (16.73) 19 (5.22) 345 (94.78)

고등학교 392 (18.01) 14 (3.57) 378 (96.43)

대학교 이상 159 (7.31) 7 (4.40) 152 (95.60)

표 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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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형태

건강보험 2,016 (92.65) 87 (4.32) 1,929 (95.68)

0.660의료급여 157 (7.22) 9 (5.73) 148 (94.27)

기타 3 (0.14) 0 (0.00) 3 (100.00)

장애 유무
무 1,832 (84.19) 87 (4.75) 1,745 (95.25)

0.077
유 344 (15.81) 9 (2.62) 335 (97.38)

질병 또는 손상으로 인한 활동 제한 유무
무 1,682 (77.30) 73 (4.34) 1,609 (95.66)

0.764
유 494 (22.70) 23 (4.66) 471 (95.34)

체질량지수(BMI)

저체중 96 (4.41) 4 (4.17) 92 (95.83)

0.328

정상 767 (35.25) 39 (5.08) 728 (94.92)

과체중 606 (27.85) 19 (3.14) 587 (96.86)

비만 707 (32.49) 34 (4.81) 673 (95.19)

　

조
절
변
수

흡연 상태
평생

비흡연자
1,383 (63.56) 56 (4.05) 1,327 (95.95)

0.387 　
금연자 597 (27.44) 28 (4.69) 569 (95.31)

현재 흡연자 196 (9.01) 12 (6.12) 184 (93.88)

음주 상태
평생

비음주자
952 (43.75) 32 (3.36) 920 (96.64)

0.103금주자 342 (15.72) 19 (5.56) 323 (94.44)

현재 음주자 882 (40.53) 45 (5.10) 837 (94.90)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무 1,657 (76.15) 72 (4.35) 1,585 (95.65)

0.787
유 519 (23.85) 24 (4.62) 495 (95.38)

걷기 실천

무 471 (21.65) 17 (3.61) 454 (96.39)
0.338

유 1,705 (78.35) 79 (4.63) 1,626 (95.37)

　 　



37

*p<.05, **p<.01, ***p<.001

종
속
변
수

입원이용 횟수

0 2,133 (98.02) 91 (4.27) 2,042 (95.73)

0.000

***

1 27 (1.24) 3 (11.11) 24 (88.89)

2 11 (0.51) 0 (0.00) 11 (100.00)

3 4 (0.18) 1 (25.00) 3 (75.00)

4 1 (0.05) 1
(100.00

)
0 (0.00)

평균 0.0299 ±. 0.0506 0.1042±0.0544 0.0264±0.0047
0.002

**

응급이용 횟수
0 2,150 (98.81) 92 (4.28) 2058 (95.72)

0.000

***

1 20 (0.92) 3 (15.00) 17 (85.00)

2 3 (0.14) 0 (0.00) 3 (100.00)

3 2 (0.09) 0 (0.00) 2 (100.00)

4 1 (0.05) 1
(100.00

) 0 (0.00)

평균　 0.0590 ± 0.0181 0.0729±0.0450 0.0139423±0.0033
0.001

**



38

2. 주요 변수들의 상관분석

분석모형에 투입할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상관관

계 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독립변수인 복약순응도는 음주(p<.05), 입원 및 응급이용 횟수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건강행태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든 건강행태 간에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흡연은 음주 (p<.001), 중등도 신체활동 (p<.001), 걷

기(p<.01)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음주도 중등도 신체활동 (p<.001)

과 걷기 (p<.001)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중등도 신체활동은 걷기

(p<.001)와 상관관계가 있었다.

건강행태 중 입원 또는 응급이용 횟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

된 변수는 없었다. 의료이용 관련 변수에서는 입원이용횟수가 응급

이용횟수(p<.001)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간 관계에 있어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의심할만한

수준 (r>0.8)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형 검증에는 문제

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p<.05, **p<.01, ***p<.001

상관계수 복약
순응도 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

동
걷기 입원

이용
응급
이용

복약순응도 1

흡연 -0.0233 1

음주 -0.0451* 0.4272*** 1

중등도
신체활동

-0.0058 0.0893*** 0.0806*** 1

걷기 -0.0205 0.0664** 0.0921*** 0.1266*** 1

입원이용
횟수

-0.0677** 0.0296 0.0096 -0.0389 0.0003 1

응급이용
횟수

-0.0699** 0.0159 0.0307 -0.0223 -0.0271 0.6285
***

1

표 5 주요변인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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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

향 (Model 1, Model 2)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 노인의 인구학적, 임상적, 사

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하고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복약순응도와 건강

행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

뉘는데, 첫째는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고 (Model 1), 둘째는 복약순응도와 함께 건강행태를 투입하여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Model 2).

Model 1과 Model 2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6]∼[표9]와 같다.

3.1 흡연

　종속변수 입원이용횟수 응급이용횟수

모형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S.E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성별 .0275* .0126 .0320 .0182 .0063 .0093 .0091 .0134

연령 .0004 .0010 .0004 .0010 .0015* .0007 .0015* .0007

혼인 여부 .0098 .0122 .0096 .0122 .0140 .0090 .0138 .0090

교육수준 -.0095 .0052 -.0096 .0052 -.0002 .0038 -.0002 .0038

경제활동여
부 -.0144 .0118 -.0146 .0118 -.0006 .0087 -.0007 .0087

의료보험형
태

.0309 .0196 .0315 .0197 .0091 .0144 .0095 .0145

가구소득분
위

-.0001 .0022 -.0001 .0022 -.0019 .0016 -.0019 .0016

체질량지수 -.0001 .0016 -.0001 .0016 .0019 .0012 .0019 .0012

장애 유무 .0094 .0142 .0094 .0142 -.0004 .0104 -.0004 .0104

활동제한유
무

.0288* .0126 .0290* .0126 .0169 .0093 .0171 .0093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0765
** .0246

-.0766
** .0246

-.0612
** .0181

-.0612
** .0181

건강
행태

흡연 　 　 -.0056 .0164 　 　 -.0036 .0121

상수항 -.0247 .0946 -.0256 .0947
-.1562

*
.0696

-.1568
*

.0696

표 6 복약순응도와 흡연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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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Model 1과 Model 2 모두 추정된 회귀식이 p<.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Model

1 입원: F=2.857, 응급: F=2.536, Model 2 입원: F=2.627 응급:

F=2.331).

Model 1과 Model 2에서 입원과 응급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독립변수인 복약순응도는 다른 변수들(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유무, 의료보험형태, 가구소득, 체질량

지수, 장애 유무, 활동제한 유무)을 통제한 상태에서 p<.01 수준으로

부적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

약순응도가 높을수록 입원과 응급이용 횟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하

지만, 입원과 응급이용 모두에서 흡연의 주 효과(main effect)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은 의료이용에 있어서 예측변수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각 모델에서 다르게 나타났는

데, 입원이용 분석에서는 성별(p<.05, Model 1)과 활동 제한(p<.05,

Model 1, Model 2)이, 응급이용 분석에서는 연령 (p<.05, Model 1,

Model 2)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

동 제한 여부에 따라 입원 이용횟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활동 제한이 큰 노인들의 경우 평소 건강 상태

가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입원을 많이 하는 것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에 따라 응급이용 횟수가 증가하는 결과는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 중 고령일수록 응급실 조기 재방문이 많았다는 연구결과(이병

천, 최광진 & 손무륭, 2010)로부터 그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R2 .0143 .0144 .0127 .0128

F Value 2.857** 2.627** 2.536** 2.331**

N 2176 2176 2176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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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종속변수인 의료이용 횟수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복약순응도 (Model 1: β=-.0765 입원,

β=-.0612 응급, Model 2: β=-.0766 입원, β=-.0612 응급)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가설 1-1 복약순응도가 우수할수록 의료이용은 감소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은 지지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건강행태

가 우수할수록, 즉 흡연자에 비해 비흡연자의 의료이용이 더 적을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는 지지 될 수 없었다.

3.2 음주

*p<.05, **p<.01, ***p<.001

　종속변수 입원이용횟수 응급이용횟수

모형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S.E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성별 .0275* .0126 .0295* .0138 .0063 .0093 .0010 .0101

연령 .0004 .0010 .0003 .0010 .0015* .0007 .0016* .0007

혼인여부 .0098 .0122 .0097 .0122 .0140 .0090 .0144 .0090

교육수준 -.0095 .0052 -.0096 .0052 -.0002 .0038 .0000 .0038

경제활동
여부

-.0144 .0118 -.0145 .0118 -.0006 .0087 -.0004 .0087

의료보험
형태

.0309 .0196 .0308 .0196 .0091 .0144 .0094 .0144

가구소득
분위 -.0001 .0022 -.0001 .0022 -.0019 .0016 -.0019 .0016

체질량지
수

-.0001 .0016 -.0001 .0016 .0019 .0012 .0020 .0012

장애유무 .0094 .0142 .0094 .0142 -.0004 .0104 -.0004 .0104

활동제한
유무

.0288* .0126 .0289* .0126 .0169 .0093 .0167 .0093

독립
변수

복약순응
도

-.0765
**

.0246
-.0768

**
.0246

-.0612*
*

.0181
-.0605*

*
.0181

건강
행태 음주 　 　 -.0042 .0114 　 　 .0109 .0084

상수항 -.0247 .0946 -.0218 .0950 -.1562* .0696 -.1640* .0698

R2 .0143 .0144 .0127 .0135

F Value 2.857** 2.629** 2.536** 2.464**

N 2176 2176 2176 2176

표 7 복약순응도와 음주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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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의 경우 분석모형에 건강행태 변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Model 1의 분석 결과는 흡연에 관한 결과와 동일하다.

음주경험 여부가 포함된 Model 2에서 추정된 회귀식은 p<.01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입원: F=2.629, 응급: F=2.464).

입원과 응급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독립변수

인 복약순응도는 다른 변수들(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

활동유무, 의료보험형태, 가구소득, 체질량지수, 장애유무, 활동제한

유무)을 통제한 상태에서 p<.01 수준으로 부적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약순응도가 높을수록 입원과

응급이용 횟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하지만, 입원과 응급이용 모두에

서 음주의 주 효과(main effect)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는 의료

이용에 있어서 유의한 예측변수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는 입원이용에서

는 성별(p<.05)과 활동 제한(p<.05)이, 응급이용에서는 연령(p<.05)

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

를 포함하여 종속변수인 의료이용 횟수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복약순응도 (Model 2: β=-.0768 입원, β=-.0605

응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가설 1-1 복약순응도가 우수할수록 의료이용은 감소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은 지지가 되지만, 앞서 흡연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건강행태가 우수할수록(음주 비경험) 의료이용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는 지지 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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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등도 신체활동

*p<.05, **p<.01, ***p<.001

Model 1의 경우 분석모형에 건강행태 변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Model 1의 분석 결과는 흡연, 음주에 관한 결과와 동일하다.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여부가 포함된 Model 2에서 추정된 회귀

식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F=2.756, 응급: F=2.363).

입원과 응급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독립변수

인 복약순응도는 다른 변수들(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

　종속변수 입원이용횟수 응급이용횟수

모형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S.E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성별 .0275* .0126 .0288* .0127 .0063 .0093 .0068 .0093

연령 .0004 .0010 .0003 .0010 .0015* .0007 .0014* .0007

혼인여부 .0098 .0122 .0097 .0122 .0140 .0090 .0139 .0090

교육수준 -.0095 .0052 -.0090 .0052 -.0002 .0038 .0000 .0039

경제활동
여부 -.0144 .0118 -.0127 .0119 -.0006 .0087 .0001 .0087

의료보험
형태

.0309 .0196 .0295 .0196 .0091 .0144 .0085 .0144

가구소득
분위

-.0001 .0022 .0000 .0022 -.0019 .0016 -.0018 .0016

체질량지
수 -.0001 .0016 .0000 .0016 .0019 .0012 .0020 .0012

장애유무 .0094 .0142 .0088 .0142 -.0004 .0104 -.0006 .0104

활동제한
유무

.0288* .0126 .0280* .0126 .0169 .0093 .0166 .0093

독립
변수

복약순응
도

-.0765*
* .0246

-.0766
** .0246

-.0612*
* .0181

-.0612*
* .0181

건강
행태

중등도
신체활동

　 　 -.0158 .0123 　 　 -.0062 .0091

상수항 -.0247 .0946 -.0203 .0947 -.1562* .0696 -.1545* .0696

R2 .0143 .0151 .0127 .0129

F Value 2.857** 2.756** 2.536** 2.363**

N 2176 2176 2176 2176

표 8 복약순응도와 중등도 신체활동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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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유무, 의료보험형태, 가구소득, 체질량지수, 장애 유무, 활동제한

유무)을 통제한 상태에서 p<.01 수준으로 부적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약순응도가 높을수록 입원과

응급이용 횟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하지만, 입원과 응급이용 모두에

서 중등도 신체활동의 주 효과(main effect)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중등도 신체활동은 의료이용에 있어서 앞서 흡연 및 음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예측변수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의료이용 유형

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입원이용에서는 성별(p<.05)과 활동 제한

(p<.05)이, 응급이용에서는 연령(p<.05)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종속변수인 의료이

용 횟수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복약순응도

(Model 2: β=-.0766 입원, β=-.0612 응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복약순응도가 우수할수록 의료이용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은 지지된다. 하지만 건강행태가 우수할수록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의료이용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는 지지

될 수 없었다.

3.4 걷기

　종속변수 입원이용횟수 응급이용횟수

모형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S.E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성별 .0275* .0126 .0269* .0127 .0063 .0093 .0068 .0093

연령 .0004 .0010 .0004 .0010 .0015* .0007 .0014* .0007

혼인여
부

.0098 .0122 .0102 .0122 .0140 .0090 .0136 .0090

교육수
준 -.0095 .0052 -.0095 .0052 -.0002 .0038 -.0002 .0038

경제활
동여부 -.0144 .0118 -.0146 .0118 -.0006 .0087 -.0004 .0087

표 9 복약순응도와 걷기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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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Model 1의 경우 분석모형에 건강행태 변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Model 1의 분석 결과는 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동에 관한 결과와

동일하다.

걷기 실천 여부가 포함된 Model 2에서 추정된 회귀식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F=2.644 입원, F=2.369 응급).

입원과 응급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독립변수

인 복약순응도는 다른 변수들(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

활동유무, 의료보험형태, 가구소득, 체질량지수, 장애 유무, 활동제한

유무)를 통제한 상태에서 p<.01 수준으로 부적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약순응도가 높을수록 입원과

응급이용 횟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하지만, 입원과 응급이용 모두에

서 걷기의 주 효과(main effect)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걷기 실천

또한 다른 건강행태와 마찬가지로 의료이용에 있어서 유의한 예측

변수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Model 2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는 음주 및 중등도

의료보
험형태

.0309 .0196 .0310 .0196 .0091 .0144 .0090 .0144

가구소
득분위 -.0001 .0022 .0000 .0022 -.0019 .0016 -.0019 .0016

체질량
지수

-.0001 .0016 .0000 .0016 .0019 .0012 .0019 .0012

장애유
무 .0094 .0142 .0099 .0142 -.0004 .0104 -.0009 .0105

활동제
한유무

.0288* .0126 .0298* .0127 .0169 .0093 .0159 .0094

독립
변수

복약순
응도 -.0765** .0246

-.0764
** .0246

-.0612*
* .0181

-.0614*
* .0181

건강
행태

걷기 　 　 .0070 .0126 　 　 -.0068 .0093

상수항 -.0247 .0946 -.0302 .0951 -.1562* .0696 -.1509* .0700

R2 .0143 .0145 .0127 .0130

F Value 2.857** 2.644** 2.536** 2.369**

N 2176 2176 2176 2176



46

신체활동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입원이용에서는 성별

(p<.05)과 활동 제한(p<.05)이, 응급이용에서는 연령(p<.05)이 정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를 포함

하여 종속변수인 의료이용 횟수에 대한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또한 복약순응도 (Model 2: β=-.0764 입원, β=-.0614 응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연구가설 1-1 복약순응도가 우수할수록 의료이용은 감소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은 여전히 지지되지만 건강행태가 우수할

수록 (걷기 실천) 의료이용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는 지지

될 수 없었다.

3.5 소결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Model 1을 통해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

고, Model 2를 통해 복약순응도와 함께 건강행태를 투입하여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추정식에서 모델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

며 (p<.01), 모든 유형의 의료이용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

수는 독립변수인 복약순응도 (p<.01) 이었다. 그 외에 성별, 연령,

활동 제한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석에 포함된 어떤

건강행태 (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도 의료이용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가설 1-1 복약순응도가 우수할수록 의료이용은 감소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1은 지지되지만, 건강행태가 우수할수록 의

료이용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1-2는 모든 유형의 건강행태에

서 지지 될 수 없었다.

복약순응도의 경우, 복약순응도가 우수할수록 의료 의용이 감소한

다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들(Kim, S. et



47

al., 2016; 김혜림, 2016; 김성옥 & 장선미, 2013; 이경아, 2013)의 결

과와 일치하며, 이러한 결과는 만성질환 노인들의 의료이용에 복약

순응도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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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강행태의 조절효과 검증 (Model 1, Model 2,

Model 3)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의 관계에서 건강행태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기 위해서 Model 2에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의 상호작용 항

(interaction term)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Model 3), 조

절효과 판정을 위해 Model 1과 Model 2의 분석 결과와 함께 그 결

과를 [표10]∼[표17]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과정에서 분산팽창인자(VIF)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

를 검증하였고 다중공선성으로부터 안전하였다.

4.1 흡연의 조절효과

*p<.05, **p<.01, ***p<.001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변수

성별 .0275* .0126 .0320 .0182 .0327 .0181

연령 .0004 .0010 .0004 .0010 .0005 .0010

혼인여부 .0098 .0122 .0096 .0122 .0105 .0122

교육수준 -.0095 .0052 -.0096 .0052 -.0101 .0052

경제활동여부 -.0144 .0118 -.0146 .0118 -.0134 .0118

의료보험형태 .0309 .0196 .0315 .0197 .0339 .0196

가구소득분위 -.0001 .0022 -.0001 .0022 .0001 .0022

체질량지수 -.0001 .0016 -.0001 .0016 -.0001 .0016

장애유무 .0094 .0142 .0094 .0142 .0087 .0141

활동제한유무 .0288* .0126 .0290* .0126 .0279* .0126

독립변수
복약순응도
(A)

-.0765** .0246 -.0766** .0246 -.0663** .0246

조절변수 흡연여부 (B) 　 　 -.0056 .0164 -.0067 .0164

상호작용 A*B 　 　 　 　 -.2045*** .0497

상수항 -.0247 .0946 -.0256 .0947 -.0361 .0943

R2 .0143 .0144 .0220

F Value 2.857** 2.627** 3.745***

R2 change .0001 .0076***

N 2176 2176 2176

표 10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흡연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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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흡연에 대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분석에서, Model 3은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F=3.745 입원, F=4.028 응급).

입원이용과 응급이용 모두에서 흡연의 상호작용 항은 p<.001 수준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입원: β=-.2045, 응급: β=-.1792).

또한, Model 1, Model 2, Model 3에서 결정계수가(R2) 순차적으로

증가했으며, Model 2에 비하여 Model 3의 모형 설명력의 변화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Δ

R2=.0076, 응급: ΔR2=.0108).

따라서, 입원과 응급이용 모두에서 복약순응도와 흡연 간 상호작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변수

성별 .0063 .0093 .0091 .0134 .0098 .0133

연령 .0015* .0007 .0015* .0007 .0016* .0007

혼인여부 .0140 .0090 .0138 .0090 .0146 .0089

교육수준 -.0002 .0038 -.0002 .0038 -.0006 .0038

경제활동여부 -.0006 .0087 -.0007 .0087 .0004 .0087

의료보험형태 .0091 .0144 .0095 .0145 .0115 .0144

가구소득분위 -.0019 .0016 -.0019 .0016 -.0017 .0016

체질량지수 .0019 .0012 .0019 .0012 .0019 .0012

장애유무 -.0004 .0104 -.0004 .0104 -.0010 .0104

활동제한유무 .0169 .0093 .0171 .0093 .0161 .0092

독립변수 복약순응도
(A)

-.0612** .0181 -.0612** .0181 -.0522** .0181

조절변수
흡연 여부
(B) 　 　 -.0036 .0121 -.0046 .0120

상호작용 A*B 　 　 　 　 -.1792*** .0365

상수항 -.1562* .0696 -.1568* .0696 -.1660* .0693

R2 .0127 .0128 .0236

F Value 2.536** 2.331** 4.028***

R2 change .0001 .0108***

N 2176 2176 2176

표 11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흡연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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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항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만성질

환 노인의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의 관계에서 건강행태(흡연)의 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2는 지지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약순응도가 높을수록 의료이용 횟수는 감소

하게 되는데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복약순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이용 횟수의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이

결과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경험한 사람에 비해 복

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

미한다.

흡연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전체 분

석대상 집단을 흡연 경험 집단과 비경험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약순

응도가 입원 및 응급 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18]과 같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복약순응도의 영향력(회귀계수)를 비교했을

때 흡연을 경험한 집단(입원:β=-.195, 응급:β=-.165)에서 흡연을 경

험하지 않은 집단(입원:β=.007, 응급:β=-.080 )보다 더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흡연을 경험한 집단에서만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입원: p<.001, 응급: p<.001).

위 결과를 요약하면, 흡연경험은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며, 복약순응도의 영향력은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흡연을 경험한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

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흡연을 경험한 집단에

서 더욱 강화되어 의료이용 감소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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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음주의 조절효과

*p<.05, **p<.01, ***p<.001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변수

성별 .0275* .0126 .0295* .0138 .0300* .0138

연령 .0004 .0010 .0003 .0010 .0003 .0010

혼인여부 .0098 .0122 .0097 .0122 .0100 .0122

교육수준 -.0095 .0052 -.0096 .0052 -.0100 .0052

경제활동여부 -.0144 .0118 -.0145 .0118 -.0146 .0118

의료보험형태 .0309 .0196 .0308 .0196 .0311 .0196

가구소득분위 -.0001 .0022 -.0001 .0022 .0000 .0022

체질량지수 -.0001 .0016 -.0001 .0016 -.0001 .0016

장애유무 .0094 .0142 .0094 .0142 .0094 .0142

활동제한유무 .0288* .0126 .0289* .0126 .0287* .0126

독립변수 복약순응도
(A)

-.0765** .0246 -.0768** .0246 -.0698** .0252

조절변수
음주 여부
(B)

　 　 -.0042 .0114 -.0039 .0114

상호작용 A*B 　 　 　 　 -.0699 .0520

상수항 -.0247 .0946 -.0218 .0950 -.0229 .0950

R2 .0143 .0144 .0152

F Value 2.857** 2.629** 2.567**

R2 change .0001 .0008

N 2176 2176 2176

표 12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음주의 조절효과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변수

성별 .0063 .0093 .0010 .0101 .0014 .0101

연령 .0015* .0007 .0016* .0007 .0016* .0007

혼인여부 .0140 .0090 .0144 .0090 .0147 .0090

교육수준 -.0002 .0038 .0000 .0038 -.0003 .0039

경제활동여부 -.0006 .0087 -.0004 .0087 -.0005 .0087

의료보험형태 .0091 .0144 .0094 .0144 .0096 .0144

가구소득분위 -.0019 .0016 -.0019 .0016 -.0018 .0016

체질량지수 .0019 .0012 .0020 .0012 .0020 .0012

장애유무 -.0004 .0104 -.0004 .0104 -.0003 .0104

활동제한유무 .0169 .0093 .0167 .0093 .0166 .0093

표 13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음주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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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음주와 복약순응도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분석에서 Model 3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

로 나타났다 (입원: F=2.567, 응급: F=2.448).

하지만, 입원이용과 응급이용 모두에서 음주와 복약순응도 간 상

호작용 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입원: β=-.0699, 응급: β

=-.0572).

또한, Model 1, Model 2, Model 3에서 결정계수(R2)가 순차적으로

증가하였으나 Model 2에 비하여 Model 3의 모형 설명력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R2=.0008, 응급:

⊿R2=.0010).

따라서, 입원과 응급이용 모두에서 복약순응도와 음주 간 상호작

용 항의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만성질환 노인의 복약

순응도와 의료이용의 관계에서 건강행태(음주)의 조절효과는 검증되

지 않아 연구가설 2는 지지될 수 없다.

독립변수
복약순응도
(A)

-.0612** .0181
-.0605*

*
.0181 -.0547** .0185

조절변수 음주 여부
(B)

　 　 .0109 .0084 .0110 .0084

상호작용 A*B 　 　 　 　 -.0572 .0382

상수항 -.1562* .0696 -.1640* .0698 -.1649* .0698

R2 .0127 .0135 .0145

F Value 2.536** 2.464** 2.448**

R2 change .0008 .0010

N 2176 2176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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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등도 신체활동의 조절효과

*p<.05, **p<.01, ***p<.001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변수

성별 .0275* .0126 .0288* .0127 .0282* .0127

연령 .0004 .0010 .0003 .0010 .0002 .0010

혼인여부 .0098 .0122 .0097 .0122 .0094 .0122

교육수준 -.0095 .0052 -.0090 .0052 -.0092 .0052

경제활동여부 -.0144 .0118 -.0127 .0119 -.0122 .0119

의료보험형태 .0309 .0196 .0295 .0196 .0289 .0196

가구소득분위 -.0001 .0022 .0000 .0022 .0001 .0022

체질량지수 -.0001 .0016 .0000 .0016 .0000 .0016

장애유무 .0094 .0142 .0088 .0142 .0093 .0142

활동제한유무 .0288* .0126 .0280* .0126 .0276* .0126

독립변수
복약순응도
(A) -.0765** .0246 -.0766** .0246 -.0778** .0246

조절변수 중등도신체활
동여부 (B)

　 　 -.0158 .0123 -.0158 .0123

상호작용 A*B 　 　 　 　 .1127* .0568

상수항 -.0247 .0946 -.0203 .0947 -.0137 .0946

R2 .0143 .0151 .0168

F Value 2.857** 2.756** 2.850***

R2 change .0008 .0017*

N 2176 2176 2176

표 14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중등도 신체활동의 조절효과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변수

성별 .0063 .0093 .0068 .0093 .0063 .0093

연령 .0015* .0007 .0014* .0007 .0014 .0007

혼인여부 .0140 .0090 .0139 .0090 .0137 .0090

교육수준 -.0002 .0038 .0000 .0039 -.0001 .0039

경제활동여부 -.0006 .0087 .0001 .0087 .0005 .0087

의료보험형태 .0091 .0144 .0085 .0144 .0081 .0144

가구소득분위 -.0019 .0016 -.0018 .0016 -.0018 .0016

표 15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중등도 신체활동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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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중등도 신체활동에 대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분석에서, Model 3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F=2.850 p<.001 응급: F=2.494, p<.01).

입원이용과 응급이용 모두에서 중등도 신체활동의 상호작용 항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입원: β=.1127, 응급: β

=.0839).

또한, Model 1, Model 2, Model 3에서 결정계수(R2)가 순차적으로

증가했으며, Model 2에 비하여 Model 3의 모형 설명력의 변화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

R2=.0017, 응급: ⊿R2=.0019).

따라서, 입원과 응급이용 모두에서 복약순응도와 중등도 신체활

동 간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만성질환 노

인의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의 관계에서 건강행태(중등도 신체활동)

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2는 지지된다.

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약순응도가 높을수록 의료이용 횟수는

감소하게 되는데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중등도 신체활

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복약순응도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횟수의 감

소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중등도 신체활동을 실

체질량지수 .0019 .0012 .0020 .0012 .0020 .0012

장애유무 -.0004 .0104 -.0006 .0104 -.0002 .0104

활동제한유무 .0169 .0093 .0166 .0093 .0164 .0093

독립변수
복약순응도
(A)

-.0612** .0181 -.0612** .0181 -.0621** .0181

조절변수 중등도신체활
동여부 (B)

　 　 -.0062 .0091 -.0062 .0091

상호작용 A*B 　 　 　 　 .0839* .0418

상수항 -.1562* .0696 -.1545* .0696 -.1496* .0696

R2 .0127 .0129 .0148

F Value 2.536** 2.363** 2.494**

R2 change .0002 .0019*

N 2176 2176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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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했을 때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감소 효과가 실천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도 신체활동의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

기 위해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집단과 비실천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 및 응급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18]과 같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복약순응도의 영향력(회귀계수)를 비교했을

때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는 집단(입원: β=.012, 응급: β=.007)의 경

우 입원 및 응급 의료이용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복약

순응도의 의료이용 감소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은 집단(입원: β=-.105, 응급: β=-.082)에서는 음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만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입원: p<.01, 응급:

p<.001).

위 결과를 요약하자면, 중등도 신체활동은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며, 복약순응도의 영향력은 중등도 신체

활동을 하는 집단에 비하여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부적 영향

은 중등도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에서 더욱 강화되어 의료이용

감소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나게 된다.

4.4 걷기의 조절효과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변수

성별 .0275* .0126 .0269* .0127 .0262* .0127

연령 .0004 .0010 .0004 .0010 .0004 .0010

혼인여부 .0098 .0122 .0102 .0122 .0108 .0122

교육수준 -.0095 .0052 -.0095 .0052 -.0094 .0052

표 16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걷기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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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p<.05, **p<.01, ***p<.001

경제활동여부 -.0144 .0118 -.0146 .0118 -.0145 .0118

의료보험형태 .0309 .0196 .0310 .0196 .0309 .0196

가구소득분위 -.0001 .0022 .0000 .0022 .0000 .0022

체질량지수 -.0001 .0016 .0000 .0016 -.0001 .0016

장애유무 .0094 .0142 .0099 .0142 .0104 .0142

활동제한유무 .0288* .0126 .0298* .0127 .0303* .0127

독립변수
복약순응도
(A)

-.0765** .0246 -.0764** .0246 -.0827** .0247

조절변수 걷기 여부
(B)

　 　 .0070 .0126 .0061 .0126

상호작용 A*B 　 　 　 　 .1646* .0640

상수항 -.0247 .0946 -.0302 .0951 -.0263 .0950

R2 .0143 .0145 .0175

F Value 2.857** 2.644** 2.956***

R2 change .0002 .0030*

N 2176 2176 2176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변수

성별 .0063 .0093 .0068 .0093 .0060 .0093

연령 .0015* .0007 .0014* .0007 .0014 .0007

혼인여부 .0140 .0090 .0136 .0090 .0143 .0090

교육수준 -.0002 .0038 -.0002 .0038 -.0001 .0038

경제활동여부 -.0006 .0087 -.0004 .0087 -.0003 .0087

의료보험형태 .0091 .0144 .0090 .0144 .0090 .0143

가구소득분위 -.0019 .0016 -.0019 .0016 -.0019 .0016

체질량지수 .0019 .0012 .0019 .0012 .0019 .0012

장애유무 -.0004 .0104 -.0009 .0105 -.0003 .0104

활동제한유무 .0169 .0093 .0159 .0094 .0165 .0093

독립변수
복약순응도
(A)

-.0612** .0181 -.0614** .0181 -.0687*** .0181

조절변수 걷기 여부
(B)

　 　 -.0068 .0093 -.0079 .0093

상호작용 A*B 　 　 　 　 .1918*** .0470

상수항 -.1562* .0696 -.1509* .0700 -.1464* .0697

R2 .0127 .0130 .0205

F Value 2.536** 2.369** 3.486***

R2 change .0003 .0075***

N 2176 2176 2176

표 17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걷기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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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에 대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분석에서, Model 3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F=2.956 p<.001 응급: F=3.486, p<.001).

입원이용과 응급이용 모두에서 걷기와 복약순응도의 상호작용 항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입원: β=.1127, p<.05, 응급: β=.0839,

p<.001). 또한, Model 1, Model 2, Model 3에서 결정계수가(R2) 순

차적으로 증가했으며, Model 2에 비하여 Model 3의 모형 설명력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입원: ΔR2=.0030, p<.05

, 응급: ΔR2=.0075, p<.001).

따라서, 입원과 응급이용 모두에서 복약순응도와 걷기 간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만성질환 노인의 복약순응

도와 의료이용의 관계에서 건강행태(걷기)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어 연구가설 2는 지지된다.

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복약순응도가 높을수록 의료이용 횟수는

감소하게 되는데, 걷기를 하지 않는 경우 걷기를 하는 경우보다 복

약순응도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횟수의 감소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걷기를 실천하는 집단의 경우 복약순응도가 의

료이용에 미치는 감소 효과가 걷기를 실천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보

다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걷기의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걷기

실천 집단과 비실천 집단으로 구분하여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 및

응급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복약순응도의 영향력(회귀계수)를 비교했을

때 걷기를 하는 집단(입원: β=-.046, 응급: β=-.027)보다 걷기를 하

지 않은 집단(입원: β=-.215, 응급: β=-.212)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걷기를 하지 않는 집단에서만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

했다(입원: p<.01, 응급: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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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결과를 요약하자면, 걷기는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며, 복약순응도의 영향력은 걷기를 하는 집단에 비

하여 걷기를 하지 않는 집단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복약순응

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걷기를 하지 않는 집단에서

더욱 강화되어 의료이용 감소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나게 된

다.

*p<.05, **p<.01, ***p<.001

4.5 소결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의 관계에서 건강행태의 조절효과를 검증

한 결과, 음주를 제외한 흡연,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에서 조절효과

가 확인되어 복약순응과 건강행태(흡연,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간

에는 유의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약순응도가 입원 및 응급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에 의

해 강화되었으며, 중등도 신체활동 및 걷기에 의해서는 완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흡연을 한 집단과 중등도 신체활동 및 걷기를 하지

않은 집단에서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로 건강행태의 조절효과의 방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각 건강행태 유무에 따라 입원 및 응급 이용횟수에 대한 복약

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

흡연 비흡연 음주 비음주 실천 비실천 실천 비실천

입원 -.195*** .007 -.100** -.037 .012 -.105** -.046 -.215**

응급 -.165*** .011 -.080** -.023 .007 -.082*** -.027 -.212**

표 18 복약순응도가 입원 및 응급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회귀계수)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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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도의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집단 간 복약순응도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건강관리에 소홀한 집단일수록 복약순응의 효과가 컸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음주 경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흡연경험 집단, 음주경

험 집단, 중등도 신체활동 비실천 집단, 걷기 비실천 집단에서 복약

순응도의 입원 및 응급 의료이용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

고, 이로 인해 건강관리에 소홀하지만, 복약순응을 한 그룹의 의료

이용 횟수의 감소 효과가 복약 순응하지 않은 그룹보다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건강행태는 복약순응도가 입원 및 응급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여 건강행태가 우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되고, 이러한 복약순응도의 영향력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집단이

관리를 열심히 한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 결과를 통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그룹일수록 복약순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결과가 더욱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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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동일 연령대라도 개인의 여러 행동적 특성이 성별에 따라 차별화

되므로 건강행태와 복약순응도의 상호작용 또한 성별에 따라 그 양

상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내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

면, 인구 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건강행태의 특성이 다르게 구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에게서는 흡연군과 음주군

의 비율이 높고, 여자에게서는 수동적 태도군(흡연, 음주는 평균보다

적게 하면서 운동도 평균보다 적게 하는 집단)의 비율이 높았다 (강

은정, 2007).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에게서도 성별에 따른 복약순응도

와 건강행태별 경험(실천)률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를 [표19]에 제시하였다.

구분

여성 남성 　

N % N %
P

1,326 100 850 100

　

복약순응 여부

유 1,273 96.00 807 94.94
0.239

무 53 4.00 43 5.06

흡연경험 여부

유 93 7.01 700 82.35
0.000***

무 1,233 92.99 150 17.65

음주 경험 여부

유 510 38.46 714 84.00
0.000***

무 816 61.54 136 16.00

표 19 성별에 따른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의 경험(실천)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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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p<.01, ***p<.001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복약순응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건강행태의 경우 흡연 및 음주 경험, 중등도 신체활동 및

걷기 실천 여부에 따라서 성별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여성의 경우 흡연 및 음주 경험, 중등도 신체활동 및 걷기 실

천 모두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강은정 (2007)의 연구와 일관

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전체 연구대상자를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행태의 조절효과에

서도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성별에 따른 하위

그룹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20]∼[표35]에 제시하였다. 더

불어 회귀분석과정에서 분산팽창인자(VIF) 값을 통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증하였고 다중공선성으로부터 안전하였다.

5.1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흡연의 조절효과

흡연에 대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조절효과를 성별에 따라 나누

어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흡연은 복약순

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여성은 입원이용에서, 남성은 응급이용에서 그 조절효과가 확

인되어 성별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의 경우 입원이용에서 흡연의 상호작용 항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남성에서는 응급이용에서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 여부

유 241 18.17 278 32.71
0.000***

무 1,085 81.83 572 67.29

걷기 실천 여부

유 1,001 75.49 704 82.82
0.000***

무 325 24.51 14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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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항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두 분

석 모두에서 Model 2와 비교한 Model 3의 모형 설명력의 변화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입원): Δ

R2=.004, 남성(응급): ΔR2=.007).

조절 효과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흡연경험

이 있는 경우 복약순응도가 증가할수록 의료이용 횟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 분석 결과와 일

관된다.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20 0.0010 0.0020 0.0010 0.0021* 0.0010 

혼인여부 0.0128 0.0114 0.0129 0.0114 0.0132 0.0114 

교육수준 -0.0014 0.0060 -0.0013 0.0060 -0.0012 0.0060 

경제활동여부 0.0093 0.0131 0.0093 0.0131 0.0096 0.0131 

의료보험형태 0.0171 0.0192 0.0167 0.0195 0.0160 0.0195 

가구소득분위 0.0011 0.0023 0.0011 0.0023 0.0012 0.0023 

체질량지수 0.0010 0.0015 0.0010 0.0015 0.0011 0.0015 

장애유무 0.0218 0.0154 0.0218 0.0154 0.0225 0.0154 

활동제한유무 0.0278* 0.0123 0.0277* 0.0124 0.0266* 0.0124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0028 0.0268 0.0028 0.0268 -0.0535 0.0367 

조절
변수

흡연 여부
(B)

　 　 0.0026 0.0211 0.0013 0.0211 

상호
작용 A*B 　 　 　 　 -0.2072* 0.0921 

상수항 -0.1842 0.0980 -0.1839 0.0981 -0.1955* 0.0981 

R2 0.012 0.012 0.016

F value 1.640 1.492 1.794*

R2 change 0.000 0.004*

N 1326 1326 1326

표 20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흡연의 조절효과 (여성)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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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14 0.0019 -0.0015 0.0019 -0.0015 0.0019 

혼인여부 0.0005 0.0334 0.0005 0.0334 0.0022 0.0335 

교육수준 -0.0179 0.0093 -0.0180 0.0093 -0.0181 0.0093 

경제활동여부 -0.0384 0.0217 -0.0389 0.0218 -0.0381 0.0218 

의료보험형태 0.0647 0.0431 0.0648 0.0431 0.0675 0.0432 

가구소득분위 -0.0022 0.0045 -0.0023 0.0045 -0.0020 0.0045 

체질량지수 -0.0021 0.0037 -0.0021 0.0037 -0.0021 0.0037 

장애유무 -0.0102 0.0266 -0.0101 0.0266 -0.0102 0.0266 

활동제한유무 0.0202 0.0282 0.0203 0.0282 0.0206 0.0282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1787*** 0.0455 -0.1786*** 0.0456 -0.1308 0.0700 

조절
변수

흡연 여부
(B)

　 　 -0.0087 0.0262 -0.0095 0.0262 

상호
작용

A*B 　 　 　 　 -0.1058 0.1176 

상수항 0.2061 0.1980 0.2120 0.1989 0.2144 0.1989 

R2 0.034 0.034 0.035

F value 2.925** 2.666** 2.511**

R2 change 0.000 0.001

N 850 850 850

표 21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흡연의 조절효과 (남성)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20* 0.0008 0.0020* 0.0008 0.0020* 0.0008 

혼인여부 0.0117 0.0089 0.0110 0.0089 0.0110 0.0089 

교육수준 0.0025 0.0047 0.0022 0.0047 0.0022 0.0047 

경제활동여부 0.0147 0.0103 0.0143 0.0103 0.0143 0.0103 

의료보험형태 -0.0011 0.0151 0.0013 0.0153 0.0012 0.0153 

가구소득분위 -0.0011 0.0018 -0.0012 0.0018 -0.0012 0.0018 

체질량지수 0.0038** 0.0012 0.0038** 0.0012 0.0038** 0.0012 

장애유무 0.0032 0.0120 0.0033 0.0120 0.0034 0.0121 

활동제한유무 0.0206* 0.0096 0.0214* 0.0097 0.0213* 0.0097 

표 22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흡연의 조절효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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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p<0.05, **p<0.01, ***p<0.001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0111 0.0210 0.0109 0.0210 0.0055 0.0288 

조절
변수

흡연 여부
(B)

　 　 -0.0156 0.0165 -0.0157 0.0166 

상호
작용 A*B 　 　 　 　 -0.0198 0.0722 

상수항 -0.2449** 0.0768 -0.2470** 0.0768 -0.2481** 0.0769 

R2 0.018 0.018 0.018

F value 2.367** 2.232* 2.051*

R2 change 0.001 0.000

N 1326 1326 1326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08 0.0013 0.0008 0.0013 0.0007 0.0013 

혼인여부 0.0232 0.0234 0.0232 0.0234 0.0263 0.0234 

교육수준 -0.0036 0.0065 -0.0036 0.0065 -0.0037 0.0065 

경제활동여부 -0.0165 0.0152 -0.0162 0.0152 -0.0147 0.0152 

의료보험형태 0.0319 0.0301 0.0318 0.0301 0.0368 0.0301 

가구소득분위 -0.0028 0.0031 -0.0028 0.0031 -0.0023 0.0031 

체질량지수 -0.0026 0.0026 -0.0026 0.0026 -0.0027 0.0025 

장애유무 -0.0087 0.0186 -0.0088 0.0186 -0.0090 0.0185 

활동제한유무 0.0018 0.0197 0.0017 0.0197 0.0022 0.0197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1544*** 0.0318 -0.1545*** 0.0319 -0.0656 0.0488 

조절
변수

흡연 여부
(B) 　 　 0.0057 0.0183 0.0043 0.0183 

상호
작용

A*B 　 　 　 　 -0.1965* 0.0820 

상수항 -0.0028 0.1385 -0.0067 0.1391 -0.0022 0.1387 

R2 0.036 0.036 0.043

F value 3.163** 2.881** 3.135***

R2 change 0.000 0.007*

N 850 850 850

표 23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흡연의 조절효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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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음주의 조절효과

음주에 대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조절효과를 성별에 따라 나누

어 분석한 결과,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 간 관계에서 입원과 응급이

용 모두 음주의 조절효과는 검증되지 않아 전체 대상자 분석 결과

와 일치한다.

음주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네 가지 분석(남성-입원, 남성

-응급, 여성-입원, 여성-응급)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

용 항은 없었을 뿐 아니라, Model 2에 비하여 Model 3의 모형 설명

력의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p<0.01, ***p<0.001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20 0.0010 0.0019 0.0010 0.0019 0.0010 

혼인여부 0.0128 0.0114 0.0126 0.0114 0.0128 0.0114 

교육수준 -0.0014 0.0060 -0.0015 0.0060 -0.0017 0.0060 

경제활동여부 0.0093 0.0131 0.0093 0.0131 0.0091 0.0131 

의료보험형태 0.0171 0.0192 0.0172 0.0193 0.0166 0.0193 

가구소득분위 0.0011 0.0023 0.0011 0.0023 0.0011 0.0023 

체질량지수 0.0010 0.0015 0.0010 0.0015 0.0010 0.0015 

장애유무 0.0218 0.0154 0.0218 0.0154 0.0221 0.0154 

활동제한유무 0.0278* 0.0123 0.0279* 0.0123 0.0279* 0.0123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0028 0.0268 0.0024 0.0269 -0.0003 0.0271 

조절
변수

음주 여부
(B) 　 　 -0.0032 0.0109 -0.0031 0.0109 

상호
작용

A*B 　 　 　 　 -0.0464 0.0536 

상수항 -0.1842 0.0980 -0.1811 0.0986 -0.1797 0.0987 

R2 0.012 0.012 0.013

F value 1.640 1.498 1.435

R2 change 0.000 0.001

N 1326 1326 1326

표 24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음주의 조절효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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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14 0.0019 -0.0014 0.0019 -0.0014 0.0019 

혼인여부 0.0005 0.0334 0.0005 0.0334 0.0003 0.0334 

교육수준 -0.0179 0.0093 -0.0179 0.0093 -0.0173 0.0093 

경제활동여부 -0.0384 0.0217 -0.0382 0.0218 -0.0382 0.0218 

의료보험형태 0.0647 0.0431 0.0650 0.0433 0.0609 0.0435 

가구소득분위 -0.0022 0.0045 -0.0022 0.0045 -0.0024 0.0045 

체질량지수 -0.0021 0.0037 -0.0021 0.0037 -0.0022 0.0037 

장애유무 -0.0102 0.0266 -0.0102 0.0266 -0.0100 0.0266 

활동제한유무 0.0202 0.0282 0.0202 0.0282 0.0204 0.0282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1787*** 0.0455 -0.1787*** 0.0456 -0.2155*** 0.0600 

조절
변수

음주 여부
(B)

　 　 0.0025 0.0273 0.0025 0.0273 

상호
작용

A*B 　 　 　 　 0.1241 0.1315 

상수항 0.2061 0.1980 0.2040 0.1995 0.2118 0.1997 

R2 0.034 0.034 0.035

F value 2.925** 2.657** 2.509**

R2 change 0.000 0.001

N 850 850 850

표 25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음주의 조절효과 (남성)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20* 0.0008 0.0022** 0.0008 0.0022** 0.0008 

혼인여부 0.0117 0.0089 0.0124 0.0089 0.0124 0.0089 

교육수준 0.0025 0.0047 0.0029 0.0047 0.0029 0.0047 

경제활동여부 0.0147 0.0103 0.0145 0.0102 0.0145 0.0103 

의료보험형태 -0.0011 0.0151 -0.0015 0.0151 -0.0013 0.0151 

가구소득분위 -0.0011 0.0018 -0.0012 0.0018 -0.0012 0.0018 

체질량지수 0.0038** 0.0012 0.0039** 0.0012 0.0039** 0.0012 

장애유무 0.0032 0.0120 0.0032 0.0120 0.0032 0.0120 

활동제한유무 0.0206* 0.0096 0.0203* 0.0096 0.0203* 0.0096 

표 26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음주의 조절효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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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p<0.05, **p<0.01, ***p<0.001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0111 0.0210 0.0127 0.0210 0.0133 0.0212 

조절
변수

음주 여부
(B)

　 　 0.0136 0.0085 0.0136 0.0085 

상호
작용 A*B 　 　 　 　 0.0111 0.0420 

상수항 -0.2449** 0.0768 -0.2583** 0.0772 -0.2586** 0.0772 

R2 0.018 0.020 0.020

F value 2.367** 2.385** 2.191*

R2 change 0.002 0.000

N 1326 1326 1326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08 0.0013 0.0009 0.0013 0.0009 0.0013 

혼인여부 0.0232 0.0234 0.0233 0.0234 0.0233 0.0234 

교육수준 -0.0036 0.0065 -0.0036 0.0065 -0.0035 0.0065 

경제활동여부 -0.0165 0.0152 -0.0160 0.0153 -0.0160 0.0153 

의료보험형태 0.0319 0.0301 0.0331 0.0302 0.0330 0.0304 

가구소득분위 -0.0028 0.0031 -0.0028 0.0031 -0.0029 0.0032 

체질량지수 -0.0026 0.0026 -0.0026 0.0026 -0.0026 0.0026 

장애유무 -0.0087 0.0186 -0.0088 0.0186 -0.0088 0.0186 

활동제한유무 0.0018 0.0197 0.0016 0.0197 0.0016 0.0198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1544*** 0.0318 -0.1543*** 0.0319 -0.1557*** 0.0420 

조절
변수

음주 여부
(B)

　 　 0.0089 0.0191 0.0089 0.0191 

상호
작용

A*B 　 　 　 　 0.0045 0.0920 

상수항 -0.0028 0.1385 -0.0104 0.1395 -0.0101 0.1397 

R2 0.036 0.037 0.037

F value 3.163** 2.893** 2.649**

R2 change 0.001 0.000

N 850 850 850

표 27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음주의 조절효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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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중등도 신체활동의 조절효과

성별을 나누어 중등도 신체활동에 대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에서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남성의 경우 입원이용(p<.05)과 응급이용(p<.01)에서 상호작

용 항이 유의하였으며, Model 2와 비교한 Model 3의 모형 설명력의

변화도 각각 p<.05(입원)와 p<.01(응급)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ΔR2=.007, 응급: ΔR2=.009). 하지만 여성

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 항은 없었을 뿐 아니라,

Model 2와 비교한 Model 3의 모형 설명력의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 효과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남성에서 나타난 중등도 신체활

동의 조절효과는 복약순응도의 의료이용 감소 효과를 완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전체 대상자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20 0.0010 0.0019 0.0010 0.0019 0.0010 

혼인여부 0.0128 0.0114 0.0125 0.0114 0.0125 0.0114 

교육수준 -0.0014 0.0060 -0.0009 0.0060 -0.0009 0.0060 

경제활동여부 0.0093 0.0131 0.0105 0.0132 0.0105 0.0132 

의료보험형태 0.0171 0.0192 0.0159 0.0193 0.0159 0.0193 

가구소득분위 0.0011 0.0023 0.0011 0.0023 0.0011 0.0023 

체질량지수 0.0010 0.0015 0.0010 0.0015 0.0010 0.0015 

장애유무 0.0218 0.0154 0.0215 0.0154 0.0216 0.0154 

활동제한유무 0.0278* 0.0123 0.0276* 0.0123 0.0276* 0.0123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0028 0.0268 0.0019 0.0269 0.0019 0.0269 

조절
변수

중등도신체활
동 여부 (B)

　 　 -0.0113 0.0141 -0.0113 0.0141 

상호
작용 A*B 　 　 　 　 0.0020 0.0625 

상수항 -0.1842 0.0980 -0.1784 0.0983 -0.1783 0.0984 

R2 0.012 0.013 0.013

표 28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중등도신체활동의 조절효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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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p<0.05, **p<0.01, ***p<0.001

F value 1.640 1.550 1.420

R2 change 0.001 0.000

N 1326 1326 1326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14 0.0019 -0.0015 0.0019 -0.0018 0.0019 

혼인여부 0.0005 0.0334 0.0011 0.0334 -0.0042 0.0334 

교육수준 -0.0179 0.0093 -0.0176 0.0093 -0.0183* 0.0092 

경제활동여부 -0.0384 0.0217 -0.0368 0.0219 -0.0347 0.0218 

의료보험형태 0.0647 0.0431 0.0636 0.0431 0.0627 0.0430 

가구소득분위 -0.0022 0.0045 -0.0021 0.0045 -0.0021 0.0045 

체질량지수 -0.0021 0.0037 -0.0019 0.0037 -0.0017 0.0036 

장애유무 -0.0102 0.0266 -0.0107 0.0266 -0.0111 0.0265 

활동제한유무 0.0202 0.0282 0.0185 0.0283 0.0186 0.0282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1787*** 0.0455 -0.1773*** 0.0456 -0.1820*** 0.0455 

조절
변수

중등도신체활
동 여부 (B)

　 　 -0.0162 0.0218 -0.0168 0.0217 

상호
작용 A*B 　 　 　 　 0.2648* 0.1037 

상수항 0.2061 0.1980 0.2060 0.1981 0.2288 0.1976 

R2 0.034 0.034 0.042

F value 2.925** 2.708** 3.043***

R2 change 0.001 0.007*

N 850 850 850

표 29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중등도신체활동의 조절효과 (남성)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20* 0.0008 0.0020* 0.0008 0.0020* 0.0008 

혼인여부 0.0117 0.0089 0.0116 0.0089 0.0115 0.0089 

교육수준 0.0025 0.0047 0.0026 0.0047 0.0026 0.0047 

경제활동여부 0.0147 0.0103 0.0150 0.0103 0.0150 0.0103 

표 30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중등도신체활동의 조절효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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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p<0.05, **p<0.01, ***p<0.001

의료보험형태 -0.0011 0.0151 -0.0015 0.0151 -0.0014 0.0151 

가구소득분위 -0.0011 0.0018 -0.0011 0.0018 -0.0011 0.0018 

체질량지수 0.0038** 0.0012 0.0038** 0.0012 0.0038** 0.0012 

장애유무 0.0032 0.0120 0.0031 0.0121 0.0031 0.0121 

활동제한유무 0.0206* 0.0096 0.0206* 0.0097 0.0206* 0.0097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0111 0.0210 0.0108 0.0210 0.0108 0.0210 

조절
변수

중등도신체활
동 여부 (B)

　 　 -0.0036 0.0110 -0.0037 0.0110 

상호
작용 A*B 　 　 　 　 -0.0110 0.0490 

상수항 -0.2449** 0.0768 -0.2431** 0.0770 -0.2434** 0.0770 

R2 0.018 0.018 0.018

F value 2.367** 2.160* 1.983*

R2 change 0.000 0.000

N 1326 1326 1326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08 0.0013 0.0008 0.0013 0.0006 0.0013 

혼인여부 0.0232 0.0234 0.0234 0.0234 0.0193 0.0233 

교육수준 -0.0036 0.0065 -0.0035 0.0065 -0.0041 0.0065 

경제활동여부 -0.0165 0.0152 -0.0160 0.0153 -0.0144 0.0152 

의료보험형태 0.0319 0.0301 0.0316 0.0302 0.0309 0.0300 

가구소득분위 -0.0028 0.0031 -0.0028 0.0031 -0.0028 0.0031 

체질량지수 -0.0026 0.0026 -0.0026 0.0026 -0.0024 0.0025 

장애유무 -0.0087 0.0186 -0.0089 0.0186 -0.0092 0.0185 

활동제한유무 0.0018 0.0197 0.0012 0.0198 0.0013 0.0197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1544*** 0.0318 -0.1540*** 0.0319 -0.1576*** 0.0318 

조절
변수

중등도신체활
동 여부 (B)

　 　 -0.0052 0.0152 -0.0056 0.0152 

상호
작용

A*B 　 　 　 　 0.2040** 0.0725 

상수항 -0.0028 0.1385 -0.0029 0.1385 0.0147 0.1381 

R2 0.036 0.036 0.046

F value 3.163** 2.883** 3.325***

R2 change 0.000 0.009**

N 850 850 850

표 31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중등도신체활동의 조절효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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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걷기의 조절효과

성별을 나누어 걷기에 대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남성에서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의 경우

입원이용(p<.001)과 응급이용(p<.001) 모두에서 상호작용 항이 유의

하였으며, Model 2와 비교한 Model 3의 모형 설명력의 변화도 두

경우 모두 p<.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

원: ΔR2=.018, 응급: ΔR2=.039). 하지만 여성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호작용항은 없었을 뿐 아니라, Model 2와 비교한 Model 3

의 모형 설명력의 변화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조절 효과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남성에서 나타난 걷기의 조절효

과는 복약순응도의 의료이용 감소 효과를 완화 시키는 방향으로 작

용하여 전체 대상자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20 0.0010 0.0020 0.0010 0.0020 0.0010 

혼인여부 0.0128 0.0114 0.0129 0.0114 0.0127 0.0114 

교육수준 -0.0014 0.0060 -0.0014 0.0060 -0.0014 0.0060 

경제활동여부 0.0093 0.0131 0.0092 0.0131 0.0090 0.0131 

의료보험형태 0.0171 0.0192 0.0171 0.0193 0.0172 0.0193 

가구소득분위 0.0011 0.0023 0.0011 0.0023 0.0011 0.0023 

체질량지수 0.0010 0.0015 0.0010 0.0015 0.0010 0.0015 

장애유무 0.0218 0.0154 0.0218 0.0154 0.0218 0.0154 

활동제한유무 0.0278* 0.0123 0.0279* 0.0125 0.0280* 0.0125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0028 0.0268 0.0029 0.0268 0.0038 0.0269 

조절
변수

걷기 여부
(B)

　 　 0.0009 0.0126 0.0013 0.0126 

상호
작용 A*B 　 　 　 　 -0.0376 0.0681 

상수항 -0.1842 0.0980 -0.1850 0.0988 -0.1853 0.0988 

R2 0.012 0.012 0.013

표 32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걷기의 조절효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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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p<0.05, **p<0.01, ***p<0.001

F value 1.640 1.491 1.391

R2 change 0.000 0.001

N 1326 1326 1326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14 0.0019 -0.0013 0.0019 -0.0015 0.0019 

혼인여부 0.0005 0.0334 0.0006 0.0334 0.0002 0.0331 

교육수준 -0.0179 0.0093 -0.0179 0.0093 -0.0178 0.0092 

경제활동여부 -0.0384 0.0217 -0.0379 0.0218 -0.0403 0.0216 

의료보험형태 0.0647 0.0431 0.0650 0.0431 0.0685 0.0427 

가구소득분위 -0.0022 0.0045 -0.0021 0.0045 -0.0019 0.0045 

체질량지수 -0.0021 0.0037 -0.0020 0.0037 -0.0020 0.0036 

장애유무 -0.0102 0.0266 -0.0082 0.0267 -0.0061 0.0265 

활동제한유무 0.0202 0.0282 0.0234 0.0285 0.0292 0.0283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1787*** 0.0455 -0.1786*** 0.0455 -0.2040*** 0.0456 

조절
변수

걷기 여부
(B) 　 　 0.0213 0.0270 0.0244 0.0267 

상호
작용

A*B 　 　 　 　 0.4911*** 0.1218 

상수항 0.2061 0.1980 0.1925 0.1988 0.2019 0.1970 

R2 0.034 0.034 0.053

F value 2.925** 2.714** 3.888***

R2 change 0.000 0.018***

N 850 850 850

표 33 복약순응도가 입원이용에 미치는 영향:

걷기의 조절효과 (남성)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20* 0.0008 0.0020* 0.0008 0.0020* 0.0008 

혼인여부 0.0117 0.0089 0.0114 0.0089 0.0114 0.0089 

교육수준 0.0025 0.0047 0.0024 0.0047 0.0024 0.0047 

경제활동여부 0.0147 0.0103 0.0148 0.0103 0.0148 0.0103 

의료보험형태 -0.0011 0.0151 -0.0011 0.0151 -0.0011 0.0151 

표 34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걷기의 조절효과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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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p<0.01, ***p<0.001

*p<0.05, **p<0.01, ***p<0.001

가구소득분위 -0.0011 0.0018 -0.0012 0.0018 -0.0012 0.0018 

체질량지수 0.0038** 0.0012 0.0038** 0.0012 0.0038** 0.0012 

장애유무 0.0032 0.0120 0.0030 0.0121 0.0030 0.0121 

활동제한유무 0.0206* 0.0096 0.0202* 0.0098 0.0202* 0.0098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0111 0.0210 0.0109 0.0210 0.0112 0.0211 

조절
변수

걷기 여부
(B) 　 　 -0.0033 0.0098 -0.0031 0.0099 

상호
작용

A*B 　 　 　 　 -0.0111 0.0534 

상수항 -0.2449** 0.0768 -0.2419** 0.0773 -0.2420** 0.0773 

R2 0.018 0.018 0.018

F value 2.367** 2.160* 1.982*

R2 change 0.000 0.000

N 1326 1326 1326

구분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B S.E B S.E

통제
변수

연령 0.0008 0.0013 0.0007 0.0013 0.0005 0.0013 

혼인여부 0.0232 0.0234 0.0231 0.0234 0.0227 0.0229 

교육수준 -0.0036 0.0065 -0.0036 0.0065 -0.0035 0.0064 

경제활동여부 -0.0165 0.0152 -0.0169 0.0152 -0.0193 0.0149 

의료보험형태 0.0319 0.0301 0.0317 0.0301 0.0353 0.0295 

가구소득분위 -0.0028 0.0031 -0.0028 0.0031 -0.0026 0.0031 

체질량지수 -0.0026 0.0026 -0.0026 0.0026 -0.0026 0.0025 

장애유무 -0.0087 0.0186 -0.0100 0.0187 -0.0078 0.0183 

활동제한유무 0.0018 0.0197 -0.0002 0.0199 0.0057 0.0196 

독립
변수

복약순응도
(A) -0.1544*** 0.0318 -0.1544*** 0.0318 -0.1803*** 0.0315 

조절
변수

걷기 여부
(B)

　 　 -0.0137 0.0189 -0.0105 0.0185 

상호
작용 A*B 　 　 　 　 0.5005*** 0.0842 

상수항 -0.0028 0.1385 0.0060 0.1390 0.0156 0.1363 

R2 0.036 0.037 0.076

F value 3.163** 2.922** 5.729***

R2 change 0.001 0.039***

N 850 850 850

표 35 복약순응도가 응급이용에 미치는 영향:

걷기의 조절효과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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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성별에 따른 하위그룹 분석: 소결

성별에 따라 각 건강행태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하였고,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서는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가 유의한 예측변수가 아

니었으며, 통제변수 중에서 질병 또는 손상으로 인한 활동 제한(입

원, 응급), 연령(응급), 체질량지수(응급)가 모든 건강행태에서 정적

방향으로 의료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따라서,

여성에서 복약순응도는 의료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

나 활동 제한이 클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의료이용은 증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남성에서는 복약순

응도만이 모든 건강행태에서 일관되게 의료이용 감소에 영향을 미

치는 예측변수였다.

둘째, 건강행태 중 음주를 제외한 흡연,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에

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전체 연구대상자 분석

결과와 일관된다. 하지만 건강행태 유형별로 조절효과의 성별 차이

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흡연(입원)에서만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흡연(응급), 중등도 신체활동(입원과 응급), 걷기(입

원과 응급)에서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셋째, 조절 효과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입원, 응급)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중등도 신체

활동(입원, 응급) 및 걷기(입원, 응급)에 의해서는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다.

위 결과를 종합하면, 의료이용 감소에 복약순응도가 미치는 효과

는 흡연경험에 의해 강화되며, 여성(입원이용)과 남성(응급이용)에서

차이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여성은 입원이용

측면에서, 그리고 남성은 응급이용 측면에서 복약순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결과가 더욱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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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복약순응도의 의료이용 감소 효과는 신체활동(중등도신체활

동, 걷기) 실천에 의해 완화되며 그 조절효과가 남성에서만 확인되

었으므로 남성이 신체활동(중등도신체활동, 걷기)을 실천했을 때, 복

약순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결과는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행태의 조절효과를

전체 대상자,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전체 대상자와 남

성에서 비슷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지만, 여성에서는 흡연(입원이

용)을 제외한 모든 건강행태에서 조절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러

한 차이는 여성에서 의료이용에 미치는 독립변수(복약순응도)의 영

향력이 작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조절효과 분석에 투입되

는 상호작용 항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곱셈 항이다. 여성의 경

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가 모두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았

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수가 아니었던 반면에, 전체 대상자와

남성의 경우 복약순응도가 강력한 예측변수로 작용하여 상호작용

항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조절효과 검증에 기여했을 것이다.

따라서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감소를 위해 남성에게는 복약순응

도 향상을 독려하고 여성에게는 활동제한 유무, 체질량지수가 더 큰

예측변수로써 꾸준한 신체활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질환이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

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신체활동에 있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활동 장

려가 특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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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연간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혈압 노인

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행태가

가지는 조절효과에 대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행태별

로 조절효과 여부와 그 방향성을 확인하여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이

용 감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65세 이상의 만성질환자로서 2,176명

중 성별은 여자(60.9%)가 남자(39.1%)에 비해 더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연령이 74.4세로 전기노인(65세∼74세)과 후기노인(75세 이상)

간 고혈압 유병률에 큰 차이는 없었다. 연구대상자 중 장애가 있는

경우는 15.8%로 비중이 작지만, 질병 또는 손상으로 인해 활동 제한

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22.7%)와 차이를 보여 장애는 없지만, 활동

제한이 있는 노인들이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을 시사

한다.

교육수준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재학)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대상자가 절반 이상(58.0%)이었으며, 수입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자는 30.3%에 불과하였다. 또한, 총가구 소득 10분위 중

평균이 3.58 분위로 1∼3분위에 절반이 넘는 (60.5%) 대상자들이 포

함되어 있었으며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대상자의 비중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은퇴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건강행태와 관련한 특성으로는 현재 비흡연자의 비율

(91.0%)이 현재 비음주자의 비율(59.5%)에 비해 확연하게 높았으며,

흡연이나 음주를 하다가 중단한 비율도 흡연(27.4%)이 음주(15.7%)

에 비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사람들이 흡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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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주의 폐해에 대해 덜 민감하며 상대적으로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한 연구에

서, 흡연율보다 높은 수준의 음주율 그리고 흡연율의 감소추세에 대

비한 음주율의 상승추세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최정수, 2007).

셋째,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복약순응도 증가는 입원 및 응급이용 감소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p<.01), 다른 통제변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영향력

을 가지는 변수였다. 하지만, 복약순응도와 함께 분석에 포함된 건

강행태 (흡연, 음주,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는 모든 의료이용 감소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순응도가 우수할수록 의료 의용이 감소하는 결과는 당뇨병 환

자를 대상으로 한 당뇨병 치료제에 순응하는 경우가 불순응하는 경

우에 비해 입원 위험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난 김혜림(2016)의 결과

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복약순응도의 영향

을 분석한 김성옥 & 장선미(2013) 연구에서의 응급이용 확률 감소

결과와도 일관된다. 다만, 김성옥 & 장선미 (2013)의 연구에서는 외

래 및 입원이용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는 뚜렷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외래이용의 경우 복약순응도가

높은 환자들이 자신의 질환을 잘 관리하는 환자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외래방문을 충실히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에 따

라 외래이용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복약 순응하는 경우에 복약 불순응하는 경우에 비해 외래비

용이 높게 발생했다는 김혜림(2016)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반면에, 복약순응도와 함께 건강행태를 포함하여 입원 및 응급 의

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 복약순응도는 여전히 유

의하게 나왔으나 건강행태는 모두 만성질환 노인의 입원 및 응급

의료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운동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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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당뇨 환자에서 입원 경험 비율과 외래 내원일수가 비운동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온 차지은 & 윤순녕 (2015)의 연구나,

운동 여부에 따라 의료이용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오영호

(2013)의 연구와도 다른 결과이다. 오영호(2013)의 연구에서는 운동

을 하는 사람이 입원과 외래를 포함한 의료이용 경험률, 외래방문횟

수와 입원재원일수(외래방문횟수의 3배 적용) 모두에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

넷째, 만성질환 노인에서 복약순응도와 입원 및 응급 의료이용과

의 관계에서의 건강행태가 미치는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음주를

제외한 건강행태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행태(흡연,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에 따라 복약순응도가 의료이

용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복약순응도가 입원 및 응급 이용횟수에 미치는 영

향은 흡연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중등도 신체활동 및 걷기에 의해서

는 완화되었다. 즉, 복약순응도의 영향력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집단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 집단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건

강관리에 소홀한 그룹일수록 복약순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결

과가 더욱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각 건강행태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하위그룹 분석을 시행

한 결과, 여성의 경우 흡연(입원)에서만 조절효과가 나타났으며, 남

성의 경우에는 흡연(응급), 중등도 신체활동(입원과 응급), 걷기(입원

과 응급)에서 조절효과가 검증되어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동일

한 건강행태에서도 복약순응도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폭에 있

어 성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효과의 방향성은 전체 대상

자 분석 결과와 동일하였다.

또한, 여성에서 복약순응도는 의료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활동제한이 클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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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의료이용은 증가하였다. 반면에, 남성에서는 복약순응도만이

모든 건강행태에서 일관되게 의료이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수였다.

이러한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 의료이용 간 관계에 관한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만성질환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환자의 경

제적 취약성은 만성질환 관리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꾸준한 의료이용과 약물 복용에 대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함과 동시

에 사회적으로는 은퇴 이후 시점의 만성질환 노인의 경제적 여건

변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 생애 의료비 지출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 의료비

지출이 생애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므로 (정영호 & 고숙자, 2009) 은

퇴 이후의 소득감소나 상실에 대비하여 만성질환 관리가 허술해지

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비흡연자의 비율이 비음주자의 비율에 비해 확연하게 높았

으며, 흡연이나 음주를 하다가 중단한 비율도 흡연이 음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연사업과 함께 절주 사업 또한 연계적

으로 추진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노인들의 건강증진행위와 만성질환과의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에

서 흡연뿐 아니라 음주도 만성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으며

(김문환 & 이동호, 2011), 또 다른 연구에서도 평생 음주 경험 여부

에 따라 만성질환 진단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을 밝히고 있다

(지영주 & 김경남, 2017).

본 연구에서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음주와 흡연은 p<.001 수준에

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0.4272),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 (최정수, 2007)에서 보여준 흡연과 음주간 상호 밀접한 관련성

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향후 흡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음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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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과 더불어 금연사업과 절주사업

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복약순응도 향상이 의료이용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건강행태는 만성질환 노인의 입원 및 응급 의

료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만성

질환 노인들의 입원 및 응급이용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복약순응도

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약물 복용을 시작한 만성질환 관리 단계에서 건강

행태 개선보다 복약순응도 개선이 의료이용 감소에 더욱 효과적임

을 인지하고, 만성질환 관리 전략에 있어 복약순응도 향상이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만성질환 노인에서 복약순응도와 입원 및 응급이용 간의 관

계에서 음주를 제외한 건강행태(흡연, 중등도 신체활동, 걷기)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복약순응도의 영향력은 건강관

리를 소홀히 한 집단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한 집단보다 크게 나타

났다. 이 결과는 건강관리에 소홀할수록 본인의 질환과 건강에 대해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약물 복용에 관한 관심 및 영향이

커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배유진 외(2017)의 연구에

서 건강행태가 우수한 집단은 건강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으로 복약

순응이라는 건강관리행위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음을 지

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건강관리에 소홀한 그룹일수록 복약순응

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결과가 더욱 클 수 있음을 시사하는바,

환자의 건강행태와 복약순응도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관리에 소홀

한 그룹을 파악하여 복약순응도의 향상을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겠

다.

다섯째, 복약순응도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행태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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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별됨을 확인하였다.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여성은 입원이용 측면에서, 그리고 남성은 응급이용 측면에서 복약

순응 향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강 결과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의료이용에 미치는 예측변수의 차이로 인

해 남성에게는 복약순응도 향상을 독려하고 여성에게는 꾸준한 신

체활동을 통해 체중을 관리하고, 질환이나 손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활동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여

성이 남성에 비하여 신체활동 실천에 있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활동 장려가 특히 요구된다. 이러

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만성질환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성질환은 이환 기간이 길고, 시간이 지날수록 질환이 진행

되면서 합병증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정확한 복약순응도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추적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복약순응도 및 건강행태와 의료이용 간 시간적 요소를 감안

하여 수집 자료에 1년의 차이를 두었지만, 복약순응의 효과를 충분

히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둘째, 한국의료패널은 설문형식으로 자료를 수집하므로 이 연구에

서 사용한 복약순응도와 건강행태, 의료이용의 측정 지표는 자가 응

답 자료라는 점에서 회상 오류(recall error)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

들을 통제할 수 없어 누락변수 편의(omitted variables bias)가 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만성질환의 관리에 있어서 건강행태 개선 및 복약순응

과 함께 식이요법도 중요한 요인인데, 본 연구에서는 활용 가능한

변수의 제약으로 인해 대상자들의 식이습관이나 식이조절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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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한다.

넷째, 본 연구는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로 한정하여 분석

하였으므로 이들에게서 나타난 건강행태의 영향이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환자를 포함하는 전체 고혈압 환자에게도 동일한 결

과를 도출할지 알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고혈압 외의 다른 만성질환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섯째, 독거노인은 대표적인 건강 취약계층으로 노인의 독거여부

에 따라 건강행태 및 의료이용 행태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

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에게서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만성질환의

순위는 다르며, 만성질환 노인을 보건학적으로 관리할 때는 독거할

경우와 독거하지 않을 경우에 따라 다른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할

수도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정세영, 201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 구조에 따라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바, 후속연구에

서는 노인의 가구구조의 측면도 고려하여 노인의 독거 여부에 따라

건강행태의 조절효과가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독거노

인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기초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본 연구에서의 원자료(raw data) 분석 결과, 독립변수의

분포가 대칭형을 나타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으나 해당 변

수가 이산변수로 측정되어 변수변환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회귀

모형 분석상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치료 순응의 관점에서 복약

순응도와 건강행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환자의 건강행태가 복약

순응도와 의료이용의 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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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만성질환 노인의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 간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치는 건강행태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개인의 건강행태

경험 혹은 실천 여부에 따라 복약순응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성질환 관리 전략에서 복약순응과

개인의 건강행태의 실태를 함께 모니터링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약순응도와 의료이용의 관계에서 건강행태가 가지는 조절

효과는 성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복약

순응도 향상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방안을 모색할 때 개인의 건강

행태 및 성별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보

건기구(WHO)에 따르면 모든 환자, 조건 및 환경에 효과적인 단일

중재법은 없으며 환자마다의 특정 질병 관련 요구를 고려할 것을

제시하며, 동시에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건강 시스템과 의료 제공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수단을 개

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WHO, 2003).

이에 본 연구는 만성질환 노인의 의료이용 감소를 위하여 환자,

의약 전문가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해야 할 변인들을 확인하고, 노인

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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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edication

Adherence on Healthcare

Utilization in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

Assessing Moderating Effect of

Health Behaviors

Kaeun Kim

Dvision of Health Care Management and Polic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oderating

role of health behaviors (smoking, drinking, moderate physical

activity, walk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tion

adherence and healthcare utilization.

Methods: The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health behaviors was executed using Stata 14.0 with a sample of

2,147 hypertensive subjects aged 65 and above from Korea Health

Panel Study (20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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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 was examined by testing interaction

predictor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values of the medication

adherence and health behaviors. Mean-centering has been

completed as a remedy for multicollinearity.

Results: The higher medication adherence, the lower healthcare

utilization (the lower number of hospitalization and ER visit)

(p<.01), whereas health behavior did not significantly change

healthcare utilization.

The health behaviors excepting drinking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tion adherence and healthcare

utilization. The effect of medication adherence on healthcare

utilization increased by smoking, while it decreased by moderate

physical activity or walking.

As a result of dividing the analysis into male and female to

determine if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the moderating effect

of each health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was verified in

smoking (hospitalization) for female and smoking (ER visit) for

male, moderate physical activity (hospitalization and ER visit) for

male and walking (hospitalization and ER visit) for male,

confirming gender differences. The direc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was the same as that of the overall subject analysis.

Conclusions: The influence of medication adherence was

greater in the group that neglected health promoting behaviors

than those who worked hard. This suggests that the more

neglected the group in health promoting behaviors, the greater

the health outcomes obtained through medication adher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onitor the patient's health

behaviors and medication adherence together and identif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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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re neglected in health promoting behaviors to encourage

improvement in medication adherence. In addition, interventions

for chronic disease management should be tailored to the gender

specificity.

Keywords: medication adherence, health behaviors,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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